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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인하

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었던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

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잘 알려진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

결을 통하여,“청구권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을 협정

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여전히 개인적 청구

권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던바, 이 글에서는 위 대법원 법

리의 문제점을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관계나 국제법 이론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법원의 위 결론을 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국제법

상 대안(代案)을 국제적 강행규범(Jus Cogens)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즉 청구권협정은 조약해석의 원칙이나 협정을 둘러싼 당시 역사적 사

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협정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도 포함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권이 협

정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한편 해당 청구권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권

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강행규범의 이론에 의할 때 비록 한

일 양국이 청구권협정에서 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개인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골자(骨子)

이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오늘날 점점 더 발전 ․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강

행규범 이론에 의할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갖는 개인적 청구권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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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될 수도 없는 성격

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는 최근 국제법 분야에서도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이나 개인

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과도 궤(軌)를 같이 한다.  

   

주요어 : 청구권협정, 강제징용, 개인적 청구권, 국제적 강행규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학번 : 201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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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序論)

제1절 목적과 배경

   제목에 표시한 바와 같이 1965년 청구권협정 - 정식 명칭은“대한민

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하‘청구권협정’이라 한다 - 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적 청구권에 관한 이 글은,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

권협정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었던 우리

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즉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한일 

양국은“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 ˙ ˙ ˙ ˙ ˙ ˙ ˙ ˙ ˙ ˙ ˙ 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하였던바,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여전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글의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일본 회사인 미쓰

비시(Mitsubish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이하‘2009다22549 

판결’이라 한다]1)을 통하여,“청구권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1) 2009다22549 판결 외에 대법원이 같은 날짜에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의 구조인바, 해당 판결이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2009다22549 판결의 법리와 동일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위 판결에 대한 소개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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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청구권을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

쓰비시에 대하여 여전히 개인적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

하였던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제법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 이론

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 위 판결의 결론을 따

른 파기환송심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속 중

인 상황이다(2013다67587). 

    일제의 국권 침탈일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의 발

전적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입은 과거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 추궁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없지 않겠으나, 설령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당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치유(治癒)가 이루어져야 함과 아울러 그 

치유를 위해 우리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當爲)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

적 요청은 오늘날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회복(回復)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또는 피해자 사법의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부여받

을 수 있을 것인바, 필자는 이 글에서 그와 같은 정의의 요구가 국제법

(international law)이라는 tool 안에서 충분히 무리 없이 구현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담아보았다.  

제2절 글의 전개방향

   이 글의 구체적 전개방향을 밝힌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청구권협정을 소개하면서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여

러 쟁점들 중 이 글의 전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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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2009다22549 판결의 내용 및 법리’라는 제목으로 판

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법리 등을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2009다22549 

판결의 법리에 대한 고찰(考察)’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법적 관점에서 

2009다22549 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2009다22549 판결의 결론을 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 대안(代案)을 국제적 강행규범(Jus Cogens)의 시각에서 접

근하였고, 제6장 여론(餘論) 부분에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페리니(Ferrini) 사건2)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청구권

협정을 헌법적 관점에서도 살펴보았다.

제2장 청구권협정

제1절 체결 배경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국은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Treaty of Peace with 

Japan(대일평화조약3), 이하 ‘대일평화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조약 제4조 (a)는“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

본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

2) 뒤에서 상세히 소개할 것이나,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탈리아인 페리니(Ferrini)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3) 1951년 9월 8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연합

국과 일본 사이에 서명되어 1952년 4월 28일 발효하였다. 일본과 연합국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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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청구권(채무 포함)과 일본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채무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는데,4) 위 제2

조 (a)에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5) 

    위와 같은 대일평화조약 이후 1951년 말경부터 우리 정부와 일본 정

부 사이에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65. 6. 22.“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

한 조약(이하‘기본조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그 부속협

정의 하나로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제2절 청구권협정의 내용6)

4) Article 4

“(a) ...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 .”

5)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한

편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25조에서 연합국에 대하여만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1조에서 우리나라에 대일평화조약 제2조, 제4조, 제

9조, 제12조를 적용하였는데(Article 2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of the present Treaty ... Korea to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제2조, 제4조는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고, 제9조, 제12조는 어업이

나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무역 등에 관한 조항이다.

6) 법무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보상 - 강제노동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자료

제238집, 2000), 44쪽 내지 47쪽 참조[이하 법무부, “법무자료 제23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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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문(前文)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

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

과 동등한 일본 엔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

무상으로 제공한다. ...

(b) 현재에 있어서 ...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

과 동등한 일본 엔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

2. 3. (생략)

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

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

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

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

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제3조(생략)

제3절 청구권협정 체결 후 이루어진 양국의 입법

  1.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청구권협정 후 이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

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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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호, 시행 1966. 2. 19.)7)’을 제정하고, 이에 

이어 1971. 1. 19.‘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287호, 시

행 1971. 3. 21.)’을 제정하였다.

    이 중‘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서는 신고

대상의 범위를“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

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

기(偈記)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라고 명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74. 12. 21.‘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685호, 시행 1974. 12. 21.)’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권 

보상금을 일화 1엔당 3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중 

사망자에 한하여 1인당 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8)  

  2. 일본

    일본은 1965. 12. 17.‘청구권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

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

7) 제5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8) 제4조(청구권보상금)

① 청구권보상금은 일본국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30원으로 한다. 다만, 일

본국통화 100엔 미만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일본국통화 100엔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보상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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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
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昭和 40年 12月 17日 法
律 第144号)]’(이하‘재산권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1965. 6. 22.(협정 체결일)에 소멸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9)

제4절 관련 문제

  1.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와 청구권협정의 관계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라고 기재하여 청구

권협정과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살피건대, 대일평화조약에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한 이

상,10) 동 조약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지 여부는‘조약의 제3자적 효력’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대일평화조약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

고, 대일평화조약 제4조 (a)를 채용할지 말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우리나

라에 그 고유의 선택권이 있다고 해석된다.11) 

9) 2009다22549 판결문 8쪽.

10) 이와 관련 도시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평가,” 국제사법연

구 제19권 제1호 27-64,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31쪽 참조. 도 박사는 위 논문 31

쪽에서 “한국이 이 조약의 비당사국으로 서명에서 배제되었던 이유는 일본의 주도

하에 한국이 연합국이 아니었다는 일본의 주장과 동 조약의 기초에 관여했던 미국

과 영국은 중국의 대표권문제, 전후의 식민지 처리문제 등 미소냉전과 미영간의 이

해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동 조약 서명을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식민통

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는 제국의 논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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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위 조약 제4조 (a)를 청구

권협정 제2조 제1항에 명문으로 넣었다고 하여, 청구권협정이 대일평화

조약의 하위 체계 내지 종속된 체계라거나,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위 제4

조 (a)가 규정한 대상을 한도로 한다는 해석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 문구 자체가‘대일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 ˙ ˙ ’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위‘포함하여’라는 문구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권협정

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에서 정한 ‘특별협정(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의 대상인‘재산, 청구권’을 협정

의 대상으로 포함하되, 그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협정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에서 규정한

‘재산, 청구권’과 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재산, 청구권’을 동일한 

의미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대일평화조약의 당사자가‘일본 vs 

연합국 48개국’인 반면에 청구권협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라

는 사실 자체, 즉 각 조약의 작성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

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정리한다면, 청구권협정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와의 관계에서 하

위 체계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위 대일평화조약을 참고로 하여 같은 조

약 제4조 (a)가 규정한 협정의 대상인‘재산, 청구권’을 포함시켜 협정

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도시환, 위 논문(각주 10), 33쪽; 정인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5집 상권, 성곡학술문화재단 (1994), 514쪽, 515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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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의 무효성 문제와 청구권협정의 성격과의 관

계 -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의 관계

    가. 양 정부의 입장과 이에 관한 학설의 흐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8월 22일 이루어진 한일 강제병합조

약이 그 만들어진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데에 정부이든 학

설이든 사실상 견해의 일치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

고 그렇게 보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기본조약의 문구이다.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의 기초인 기본조약 제2조는“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

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이미 무효’라는 문구는 그 문리해석적 관점에서 소

급적·원천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null and void' 용어 자체가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국제법상 관용구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미(already)가 추가된 이상 소급적 무효가 분명하다는 것이 그 주

된 설명이유이다.12)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13)

12) 이태진, “1904~1910년 한국 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 불법성,” (국제공동연구) 한

국병합과 현대 :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2009), 132쪽; 이근관, “국제조약

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한국병합과 현대 :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2009), 494쪽, 495쪽; 이장희,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조약

의 불법성, 무효성의 고찰,” 외법논집 34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8쪽 등 참조.

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 대한민국정부 (1965), 11쪽 [이하 “대한

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 참조. 위 해설서 11쪽에 따르면,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 10 -

    다음으로 제시되는 논거는, 조약의 일반적 성립요건이나 무효사유를 

고려할 때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즉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1) 조약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

력이 있을 것, (2) 조약체결을 하는 대표자가 조약체결의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3) 조약체결 대표자 사이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4)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것, (5) 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아니한 절차에 따라 체결될 것 등을 요하는바,14)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조약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든 과정에서 일본의 강압이 작용하였고,15) 

무엇보다도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인 순종이 비준(批准)에 해당하는‘병

협정, 의정서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또한 정

부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무효

(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무효」를 가장 강하

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당초부터」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

은 양국간 불행하였던 과거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다(원문에

기재된 한자는 한글로 바꿈).”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1986.

8. 8.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중 ‘육전(陸戰)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1899.

7. 29. 헤이그에서 채택, 1903. 3. 17. 대한제국 가입)을 포함한 3건의 조약이 대한민

국에 대하여도 계속 효력이 있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새로운 조약번호를

부여하고 관보에 공포하였다[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6판, 박영사 (2016), 597쪽,

598쪽 {이하 “신국제법강의”}; 이근관,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 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

산서당 (2004), 290쪽, 293쪽].

14) 이장희, 위 논문(각주 12), 20쪽 내지 22쪽;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ume 1, Peace, Longman (1992), 1,284
쪽 내지 1,292쪽 참조. 특히 위 책의 해당 페이지(1,284쪽 내지 1,292쪽)에는

‘INVALIDITY OF TREATIES’라는 제목 아래 ‘Constitutional restrictions,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s’ powers, Error, Fraud, Corruption, Coercion(강압)’ 등

을 조약 무효의 예로 적시하고 있다.

15) 일본은 1910년 7월 9일까지 총 2,600여 명의 육군병력을 서울에 집결시켰고, 병합조

약 당시 창덕궁, 덕수궁을 포함하여 서울 전역에 병력을 배치한 채 위수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는 이미 해산당한 상황이었고, 경찰관도 일본군

헌병이 대행하였으며, 사실상 모든 권력은 통감부에 넘어가 있던 상태였다. 이태진,

위 논문(각주 12), 158쪽, 1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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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알리는 조칙(詔勅)’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16) 결국 한일 강제병합

조약은 비준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강박 혹은 국가대표

에 대한 강박에 의한 체결이기에 불성립 또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17)  

    한편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한일 강제병

합조약을“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으로 주장하고 있다.18) 이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일

평화조약 제2조 (a)에서“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

에서도 알 수 있는 일본의 태도이다. 즉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후를 비롯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공식입장은‘일본과 한국은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고 한국이 일본 영역의 일부였지만, 대일평화조약으로 인해 비

로소 분리된 지역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구체적으로는,“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

16) 순종은 1926년 운명하기 전 남긴 유언에서 ‘지난날의 병합비준은 강린(일본)이 역신

의 무리들과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

라’며 비준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태진, 위 논문(각주 12), 178쪽 내지 180쪽;

이장희, 위 논문(각주 12), 26쪽 참조.

17) 이태진, 위 논문(각주 12), 132쪽 내지 134쪽, 186쪽; 이장희, 위 논문(각주 12), 27쪽,

28쪽; 박배근,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 한국병합 관련 ‘조

약’ 유무효론 평가를 위한 일고,”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

북아 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9), 351쪽, 352쪽; 김창록, “1900년대 초 한

일간 조약들의 불법성,” 법과 사회 (2001), 159쪽 내지 162쪽 등 참조. 이와 관련 국

제법상 강박 이론의 발전 및 국가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의 구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12), 497쪽 내지 528쪽; 배재식, “강

박으로 체결된 조약의 성질 및 효력,” 서울대 법학 10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8), 51쪽 내지 60쪽 참조.

18) 이태진, 위 논문(각주 12), 132쪽; 김창록, 위 논문(각주 17), 157쪽; 이장희, 위 논문

(각주 12), 18쪽, 19쪽; 이근관, 위 논문(각주 12), 495쪽 등.

19) 강병근,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60권 3

호, 통권 138호, 대한국제법학회 (2015),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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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해 양국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설정을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한일 강제병합조약에 관해서는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 즉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실효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다.20)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의할 때 청구권협정의 성격은‘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산 문제의 처리’와 경제협력에 그 중점이 있다

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강제병합이 유효하므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우리나라에 대한 피

해 보상이나 배상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 되고, 오로지 일본의 

시혜적 원조 내지 양국의 경제협력(청구권협정 제1조)과 영토의 분리에 

따라 발생하는 양국간의 재산·이익·권리·청구권 문제(청구권협정 제2

조)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일 뿐, 식민지배나 불법적 침탈을 근거로 한 청

산 논의는 아예 상정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며,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는 아무런 대

가관계도 없게 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문제의 해결은 동일

한 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다만 양자가 모두 경제에 관계된 

것임과 동시에 교섭 경위를 통하여 관련된 것임에 지나지 않으며, 양자

의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적 상호관련도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한국의 대일 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

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협정의 전문에 명시된 대로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으로서 행하여진 것뿐이다.”는 공식견해를 표명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21)

20) 이근관, 위 논문(각주 12), 495쪽, 501쪽; 김창록, 위 논문(각주 17), 157쪽; 이장희,

위 논문(각주 12), 18쪽, 19쪽.

21)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87쪽, 288쪽 참조.



- 13 -

    위와 같은 양 정부의 입장 대립이 존재함과 별개로, 우리나라 학설 

중에는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무효성을 전제하면서도,“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나 불법적 침탈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보상)22) 청구권을 제외하고 영토의 분리나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민사상 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은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무효성 여부나 일본 강점

의 성격에 관하여 입장이 달라 결국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선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만을 이루어냈고, 그 당연한 논리적 연장

선에서 청구권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과 제2조의 재산처리문제는 아

무런 법적 대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3) 

    한편 위 학설과 다른 각도의 주장을 하는 견해도 발견할 수 있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양국은 식민지배나 

불법적 침탈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 청산을 그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고,“피해 청산의 대가로 경제협력 자금 명목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22) 이와 관련, “현재 국내법상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것, 보상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

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관계에서 사용되는 ‘배상’과

‘보상’은 현재의 통상적인 뜻과는 달랐다. 당시 일본실무 및 학계에서도, 국제관계에

서의 ‘배상’이란 패전국이 평화조약에 기하여 전승국에 지급하는 것이며, ‘보상’은 잘

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모두 위법행위에 대한 것을 의미

하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시 현재의 배상과 보상의

구분을 전제로 ‘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으로는,

정인섭, 위 논문(각주 11), 516쪽 참조. 위와 같은 정 교수의 설명에 따를 때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배상’, ‘보상’은 모두 위법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사용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23) 도시환, 위 논문(각주 10), 36쪽, 37쪽; 김명기, “대일민족소송 변론종결결정의 국제법

상 위법성,” 법률신문 (1995), 13쪽; 김창록,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5), 815쪽, 816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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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다.”는 이면적 양해 내지 합의가 존재하였으나, 협정문언상 이러

한 내용이 정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일본 측의 주장과 이를 정면

으로 넣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절충한 끝에, 외관상으로는 청구

권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과 제2조의 재산처리문제가 아무런 대가관

계가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견해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의 내용 안에는 식민지배나 불법침탈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청산

이‘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

권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과 제2조의 재산처리문제는 대가관계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24) 

     나. 검토   

       (1) 개요

          지금까지 한일 강제병합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성격 등에 관

한 양 정부의 입장 및 우리나라 학설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생각건대, 

이 부분 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 당시까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양국의 의사가 무엇이었는가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와 당시 그 과정에 나타

난 양국의 의사는 협정의 성격 규명에 필수불가결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당시 교섭기록들에 나타난 청구권협정 체결

의 역사적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분 논점에 관한 필자의 

24)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일제강

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박영사 (2015), 163쪽 내지 178쪽, 183쪽 내

지 190쪽;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법학논총 제30권 제3호 (201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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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당시 교섭기록들에 나타난 청구권 관련 역사적 사실관계25)

          (가) 우리나라는 종전 후 1947년부터 배상 요구 준비를 시작

하였고, 그 결과 1949년‘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하여 일본에 대한 

배상(보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나) ‘대일배상요구조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권

은 1949년 3월 15일 완성되었고, 제2권은 같은 해 9월 완성되었다. 총 4

부로 구성된 조서 내용 중 제3부에는‘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중 한국

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인적 피해에 대하여

‘본 요구는 일본정부의 관계법규와 각종사업장의 諸급여규정에 의한 諸
미수취금과 동원에 의해 받은 당사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전쟁에 의한 피해의 명목으로 약 120억 

엔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우리나라는 영국의 반대 등으로 1951년 체결된 대

일평화조약의 조약당사자 참가가 좌절되었으나, 그 무렵 미국은 양국의 

청구권처리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일회담을 

알선하였고, 이에 제1차 한일회담이 1952년 2월 15일부터 동경에서 개최

되었다. 회담에서는‘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청구권의 처리’를 

포함한 6가지 의제가 각 분과위원회 별로 논의되었다. 

25) 이하 이원덕, 위 책(각주 21); 장박진, “미완의 청산 -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 역사공간 (2014);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63쪽 내지 178쪽, 183쪽 내지

190쪽;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54쪽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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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 한일회담 과정에서 재산청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

루기 위해 1952년 2월 20일 재산청구권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

의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한일간 재산청구권 협정요강(이하‘8개 

요강’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26)  

    ①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및 지

금(地金)과 지은(地銀)을 반환할 것

    ② 1945. 8. 9. 현재 일본 정부의 대(對)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③ 1945. 8. 9.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할 

것

    ④ 1945. 8. 9.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在日) 재산을 반환할 것

    ⑤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

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

    ⑥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기타 증

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⑦ 전기(前記)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긴 과실(果實)을 반환할 것

    ⑧ 전기(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마) 위 8개 요강은 기본적으로는 대일배상요구조서를 계승한 

성격이 있지만, 요구항목의 구성과 내용은 대일평화조약의 참가 좌절에 

따라 상당부분 축소·수정을 거친 것으로서, 전쟁배상의 성격을 유지한 

채 영토의 분리 내지 독립으로부터 생겨난 재정적, 민사적인 채권·채무

26) 이원덕, 위 책(각주 21), 51쪽; 장박진, 위 책(각주 25), 373쪽 내지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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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산까지 함께 고려하였다.27) 

          (바) 그 후 6 ․ 25 전쟁, 이승만 정권 붕괴나 한일 양국의 입장

차 등으로 인하여 제2차, 제3차, 제4차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으

나,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정권 아래 시작된 제5차 회담 예비회담 과정

에서 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청구권위원

회는 공식, 비공식회의를 33회나 열어 청구권문제에 관한 실질적 토의를 

계속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는‘8개 요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토의

가 진행되었다.

          (사) 우리 정부는 제5차 회담 과정에서 8개 요강 ⑤항과 관련

하여 제1차 회담 때 제출한 8개 요강 ⑤항에는 없었던‘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28) 즉 ⑤항의 문구를“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의 미수금, 보상금˙ ˙ ˙  또는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함”으로 변경하였

다. 양국은 위 ⑤항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 차원에서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청구권 명목으로 일본 측에 요구˙ ˙ ˙ ˙ ˙ ˙ ˙ ˙ ˙ ˙ ˙ ˙ ˙ 했다.29) 

27) 이원덕, 위 책(각주 21), 51쪽, 52쪽; 장박진, 위 책(각주 25), 385쪽 내지 388쪽.

28) 장박진, 위 책(각주 25), 533쪽. 다만, 이는 제1차 회담에서 요구한 8개 요강 ⑤항 ‘미

수금’에 ‘보상’ 요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제목상의 수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으로는, 장박진, 위 책(각주 25), 534쪽 참조.  

29) 당시 양국의 입장은 아래 ‘한일회담회의록’상의 대화내용에 잘 나타난다. 이원덕, 위

책(각주 21), 128쪽 참조(강조를 위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첨가하였다).

한국 : 한국 측으로서는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 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 그들은 일본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일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보

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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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즉 우리나라는 회담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징용을‘일

본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노예 취급˙ ˙ ˙ ˙ ’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배상(보상)30)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전면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상(보상)책임을 가정하여 

그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등 조건부 부정(否定)의 입장을 취하

였다.31)  

한국 :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 다른 나라의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일본 : 징용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고, 종전 후 외국인으로 된 것이다.

한국 : 한국에서는 길가는 사람을 붙들어 트럭에 실어서 보내기도 했고,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을 노예 취급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 일본인이었다라고 말하

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일본 : 보상을 논의하는 전제로서 듣고 싶다. 피해자의 명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한가. 사망자와 부상자, 부상의 원인과 정도도 명확히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것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 채 금액을 지불할 수는 없다.

30) 앞서 각주 22)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위 각주 29) 회담 중

사용한 ‘보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배상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배상’과 ‘보상’은 혼용되어 사용되어진 것을 위 회의

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31) 이는 회담 과정에서의 아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원덕, 위 책(각주 21), 130쪽

참조(강조를 위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첨가하였다).

일본 : 한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보상은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 지불

하는 것은 어떤가.

한국 : 우리들은 국가로서 청구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처리하

겠다.

일본 : 한국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한국

측에서 피해자의 구체적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 : 물론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후에 한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이다.

일본 : 피해자의 인명수, 금액, 피해 정도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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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1961년 10월 20일부터 열린 제

6차 회담은 종래의 회담방식을 따라 각 현안별로 분과위원회를 열어 실

무적 토의를 전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청구권위원회는 제6차 회담 시작 

이래 1962년 3월 초까지 11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8개 요강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계속하였다. 

          (차) 그 과정에서 특히 8개 요강 중 ⑤항과 관련하여서는 제5

차 회담 때와 비교할 때 6개 항목으로 보다 구체화32)되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그 항목 속에 제5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전쟁으로 인

한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포함되었고,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8개 항목의 보상으로 요구한 총 12억 2,000만 달러 중 

30%에 해당하는 3억 6,400만 달러가 바로 위 보상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는 생존자, 사망자, 부상자 1인당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초 

위에서 산출된 금액이었다.33) 

며, 피해를 받은 개인의 구체적인 신고를 받은 때부터 일본이 지불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은가.

32) 6개 항목은 “① 일본계 유가증권, ② 일본계 통화, ③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④ 전

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⑤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 관계

기타, ⑥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를 일컫는다{장박진, 위 책(각주 25),

719쪽}. 한편 이는 제5차 회담 논의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바, 제5차 회담 당

시에는 위 6개 항목 중 ① 내지 ④에 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제6차 회담에

서는 ⑤, ⑥까지 확대된 것과 아울러 전체 항목에 대한 약간의 수정 등이 함께 이루

어졌다{장박진, 위 책(각주 25), 643쪽}.

33) 구체적으로, 생존자를 930,081명(노무자 648,081명 + 군인․군속 282,000명)으로 파악

하여 1인당 보상금을 200달러, 사망자를 77,603명(노무자 12,603명 + 군인․군속

65,000명)으로 파악하여 1인당 보상금을 1,650달러, 부상자를 25,000명(노무자 7,000명

+ 군인․군속 18,000명)으로 파악하여 1인당 보상금을 2,000달러로 각 계산하였다{장

박진, 위 책(각주 25), 739쪽}.



- 20 -

          (카) 그러나 우리 측이 요구한 위와 같은 금액은 당시 일본 

측이 산정한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났고, 이러한 가운데 양국은 1962년 8

월 21일 양국 간부 2명이 참석하는 형태의 정치회담 예비절충 모임을 시

작으로 다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 예비절충은 그 후 1962년 11

월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일본은 이 1차 회합에서‘경제협력방

식’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

면,“청구권 해결 명목으로 하면 수천만 달러밖에 지급할 수 없으나, 만

일 청구권의 해결을 떠나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무상 내지 유상의 경제원조를 하는 형식이라면 상당한 금

액을 공여할 수 있다. 일본이 위와 같은 경제원조 방식을 취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타) 즉 일본 측은 당시 우리나라에‘청구권’명목을 포기하

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양국의 금액 격

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로서는 명목의 포기

는 국내정치나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2년 

8월 24일 제2차 회합에서도 유지되었고, 이 때 우리나라 측 배의환 수석

대표는 청구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문서 형태로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한국의 대일 청구권 해결은 한일 양국간에 존재하는 청구권을 청

산하는 의미 이외에도 또 하나의 큰 의의가 있다. 그것은 한국인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 청구권의 변제가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

하는 것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 따라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그 

본질로 보나 또는 그 연유로 보나 청구권의 명목으로 해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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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안 된다.34)

       

          (파) 위와 같은 양국의 입장 차이는 1962년 10월 21일과 같은 

해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도쿄에서 열린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과 일본 외상 오오히라의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되었고, 두 사람은 

교섭을 벌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김·

오오히라 메모35)’를 만들었다.

     

          (하) 위 메모 작성 후에도 명목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었는

데, 우리나라 측에서는‘일본의 무상·유상 제공은 어디까지나 청구권에 

대한 결제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려

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문구와‘양국정부는 이상의 조치로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일본 측은‘자금공여 조건으로서 청구권을 명시할 경

우 그 금액의 산출근거 등이 복잡하게 제기되므로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양국정부는 경제협력조치로 양국간의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기를 희망하였다.36) 

34) 이원덕, 위 책(각주 21), 165쪽.

35) 이원덕, 위 책(각주 21), 173쪽; 장박진, 위 책(각주 25), 812쪽 내지 814쪽. 한편, 양

국은 그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무렵 일본 측은 이 금액

의 제공을 ‘경제협력’ 혹은 ‘독립축하금’으로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청구권 금액’으로

발표하였다{이원덕, 위 책(각주 21), 173쪽 참조}.

36) 이러한 일본 측 주장의 경제협력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한국의 청구권 주장을 그 ‘명목’과 ‘지불’의

둘로 나누어 ‘지불’에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명목’에 대해서는 ‘사죄 또는

배상’의 의미를 삭제하고, 그 대신 ‘경제협력’의 의미를 집어넣는다는 소위 ‘우회전략’

이었다{이원덕, 위 책(각주 21), 2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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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위와 같은 진통을 겪은 끝에 양국은 결국 1962. 12. 김·

오오히라 메모에 의해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던‘무상 3억, 유상 2억의 제

공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합의내용에는 김·오오히라 메모의 

위 제공안과 함께 양국의 명목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반영하여‘... 

무상, 유상의 경제협력의 공여의 수반적인 결과로 평화조약 제4조에 기

반한 청구권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고, 이 문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임을 쌍방은 확인한다.’고 명시하였다.

          (너) 결국 1965년 2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조약에 관한 가조인(假調印)이 이루어진 후 1965년 6월 22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을 포함한 諸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과 조인이 이루어졌다. 

       (3) 청구권협정의 성격과 청구권협정 제1조, 제2조의 관계

          지금까지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

였다. 먼저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기본관계 조약상의‘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 자체37)나 역사적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강제적 체결 경위 

및 조약의 유효·성립요건에 관한 앞서 본 일반이론을 종합할 때 원천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already null and void' 

문구에 관한 일본의 해석을 차치(且置)하고라도, 왜곡된 역사적 사실관계 

해석에 기초한 일본의 장래적 무효 내지 불소급적(不遡及的) 무효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37) 이 문구에 대하여 양국이 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이미 정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12), 496쪽; 배재식, 위

논문(각주 17), 60쪽, 61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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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대일평화조약 제2조 (a)의“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는 그 문구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분명히 일본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당시 정치적 ․ 외교적 상황 등과 맞물려 일본

의 입장이 연합국 측에 의하여 수용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38) 대일평화

조약에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문구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아가 한일 강제병합조약을 위와 같이 무효로 보게 되면, 그 논리

적 연장선에서 청구권협정의 성격을‘식민지배 내지 불법적 침탈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의 배상(보상)’으로 자연스럽게 규정할 수 있게 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는 비록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즉 한일 강제병합조약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모두 일본의 불법침탈·식민지배의 시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의 성격은 그와 같은 일본의 불법적 침탈에 따라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를 배상(보상)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본질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서 정리한 청구권협정 제1조

(일본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무상·유상 급부 제공)와 제2조(재산, 청

구권 등 해결)는 대가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역

사적 사실관계에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종전 후 1949

년 대일배상요구조서 작성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공

식적인 배상(보상) 요구는 1952년 2월에 8개 요강 ⑤항으로 보다 구체화

되어 1965년 청구권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청구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

38) 이 글 각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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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되었고, 그에 관한 결과물이 바로 청구권협정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청

구권협정의 성격과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의 관계를 위와 같이 규명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구성하면 일본의 주장과 같은‘경제협력’성격도 청구권

협정의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용할 여지 또한 생기게 된다. 피해의 배상

(보상)과 경제협력은 병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구권협정 전문(前文)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라는 

문구는, 앞서 정리한 명목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관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청구권 해결 + 경제협력’이라는 청구권협정의 성

격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종전 후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제기된 우리나라 정부의 청구권 

해결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관한 배상(보상) 필요성39)도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 제공 명목을 우리나라의 요구대로‘청구권 해결’로 명

시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 - 국내의 반대, 구체적 피해 산

정의 어려움, 불법 지배 공인(公認) 등 - 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방식을 

우리나라에 요구하였고, 결국 이에 관한 양국의 절충 끝에‘청구권 해결 

등을 목적으로 자금 제공은 하되, 형식상으로는 경제협력 방식’을 취하

였다는 것을 위 전문(前文)의 문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이동원 외무

장관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장 장관은 1965년 8월 열

39)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본은 청구권 해결 비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작업까지 자체

적으로 하였고, 우리나라 대표단과의 회의 등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지급 방

법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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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청구권협정의 비준국회에서“청구권협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주로 하고, 경제협력을 부수적인 결과로서 

가미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있는 무상 3억 달러

는 ... 실질적으로 배상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였고,40) 

이 장관도“청구권협정은 청구권의 해결을 주로 하고 경제협력을 종으로 

하여 결정된 것이다. ... 무상공여는 일본이 자진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

니며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청구한 결과로써 일본이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41)    

    따라서 위와 같은 명백한 역사적 경과에도 불구하고,‘양국이 이 부

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식민지배나 불법침탈에 따른 

청산의 문제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견해는 역사적 사실이나 청

구권협정의 문언 자체에 담긴 의미를 애써 외면하려는 무리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종전 후부터 청구권협정 

체결에 이르는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일관된 배상

(보상) 요구의 가치와 정당성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위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관계나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청구권

협정은 그 본질적 요소 중 하나가‘일본 강점기간 동안의 식민지배와 불

법침탈에 따라 우리나라(국민)가 입은 피해를 청산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 당연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청구권협정 제1

조의 자금과 제2조의 권리문제의 해결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40) 이원덕, 위 책(각주 21), 289쪽.

41) 이원덕, 위 책(각주 21),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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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권협정과 ‘8개 요강’과의 관계

     가. 개요

       청구권협정과 함께 체결된“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이

하‘합의의사록’이라 한다)”은 청구권협정의 해설서 역할을 수행하는

바,42) 합의의사록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완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8개 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

고, 따라서 8개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

였다.”고 규정하고 있다.43) 

    여기에서는 우선 위 합의의사록 규정에서 알 수 있는 청구권협정과 

8개 요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8개 요강 중 ⑤항을 둘러싼 주

장들 및 그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나. 청구권협정과 8개 요강과의 관계 

       위 합의의사록 규정의 문리해석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

은 2가지이다. 즉“(1) 청구권협정의 대상은 8개 요강을 포함한다는 것

(협정의 대상 > 8개 요강), (2) 8개 요강에 속한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는 

4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125쪽의 기재에 따르면 “주된 합의에 포

함되고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세목적인 규정이 필요한 부분 또는 용어의 해석

기타 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루어진 양해사항 등을 기록하는 문서의

형식(원문의 한자는 한글로 바꿈)”을 합의의사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43) 법무부, 법무자료 제238집,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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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44) 

    먼저 (2)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의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다음으로 (1)과 관련하여서도 청구권협정의 대상을 8개 요강과 일치시킨 

것이 아니라,“8개 요강을 포함한다.”고 표현한 것만으로도 필요충분한 

설명이 된다.

    즉 8개 요강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은“이것만큼은 양국이 더 이

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서 모두 소멸의 대상이다.”라는 최소한의 합의

라고 볼 수밖에 없고,45) 이러한 8개 요강은 청구권협정의 대상들에 관한 

중요한 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8개 요강 ⑤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1) 8개 요강 ⑤항의 내용

          앞서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1952. 2. 20. 제1차 회담

에서 일본 측에 최초로 8개 요강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⑤ 한국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

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또는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이 포함되

어 있다. 

    위와 같이 제1차 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출된 8개 

44) 이와 관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 84쪽에 의하면 “재산 및 청구

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이 최초에 제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대일청구 요강에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되는바, 따라서 ...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한자를 한글로 바꾸었고, 강조를 위해 밑줄을 첨가하였

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45) 같은 취지로는 정인섭, 위 논문(각주 11), 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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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강 ⑤항의 내용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제5차 회담에서“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

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 ˙  또는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

구함”으로 변경되었다. 즉 우리 정부가 기존 문구에‘보상금’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던 것이다.46)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제6

차 회담, 제7차 회담을 거쳐 청구권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

었다.   

 

       (2) 8개 요강 ⑤항을 둘러싼 논의들

          위와 같이 8개 요강 중 ⑤항에‘피징용 한국인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무

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도 첨예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⑤항을 강제징용의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의 피해 배상(보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47) 이에 의하면 그 당연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청구권협정은 그 협정의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의 피해 배상(보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게 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8개 요강에 기재된 모든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서의 필수적 

소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다른 시각의 견해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견해는‘징

용’과‘강제동원’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징용’은 일제가 1939. 7. 8.에 제정한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 国民

46) 장박진, 위 책(각주 25), 533쪽.

47)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58쪽;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53쪽, 54쪽 등.



- 29 -

徴用令 (昭和 14年 7月 8日 勅令 第451号)]48)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단

어인 데 대하여,‘강제동원’은 이 국민징용령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하

는 개념이므로, ⑤항의 규정은 그러한 적법한‘징용’을 원인으로 하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의미할 뿐‘강제

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9) 

    이 견해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제로, ⑤항은 일제의‘국민징용령’

의‘징용’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들로서 이 권리들은 청구권협정에 의하

여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여전히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50)

       (3) 검토

          정리한 바와 같이 8개 요강 항목 중 ⑤항에 관해 앞서 본 바

와 같은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나, 강제동원과 징용을 구별하는 견해(이

하 편의상‘구별설’로 칭한다)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8개 요강 ⑤항의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의 내용을‘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의 손해

48) 일본은 1939. 7. 8. 칙령 제451호로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여 한국인들에 대한 본격적

인 강제징용에 착수하였다. 이 국민징용령은 원래 일본의 본토에만 적용되었으나,

‘국민징용령 중 개정의 건’(1943년 칙령 제600호)의 부칙에 의하여 1943년 9월 1일부

터 이른바 ‘외지’인 한반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 김창록, 위 논문(각주 23),

794쪽.

49) 김창록, 위 논문(각주 23), 809쪽 내지 811쪽. 이와 관련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한국법

학원 (2014), 246쪽, 247쪽에도 “8개 요강 ⑤항에서 언급된 ‘징용’은 ‘전쟁 수행을 위

한 징용’의 의미로서 ‘식민지배’와 결부된 ‘징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등

장하는바, 그 내용에 의할 때 위 강병근 교수의 견해도 김창록 교수의 견해와 사실

상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50) 김창록, 위 논문(각주 23), 809쪽 내지 811쪽. 같은 취지로는 강병근, 위 논문(각주

49), 246쪽,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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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구별설의 치명적 문제점은, 이 견해는 8개 요강의 작성 

주체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종전 후 현재까지도 줄기차게 한일 강제

병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회담 과정에서 직접 작성

하여 일본에 제시한 8개 요강의 ⑤항에 기재된‘징용’이라는 표현이 일

본이 만든 적법한 국민징용령에 터 잡았다는 주장은, 8개 요강의 작성 

주체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 구별설을 아

무리 선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 이유이다.

  

제3장 2009다22549 판결의 내용 및 법리51) 

제1절 개요

   2009다22549 판결의 기본적 구조는,“일제시대 말인 1944. 8.경 일본

국의 징용영서에 따라 일본국과 구 미쓰비시(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설립

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하던 

중 1945. 8. 원폭 피해까지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51) 이하 2009다22549 판결이나 그 파기 전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제2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파기 환송 후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등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청구권협정 관련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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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양 측이 제시한 여러 논점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제2심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그 판결문에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시적으

로 밝혔다. 아래에서는 2009다22549 판결 전후의 소송경과나 사실관계 

및 판결문에 적시된 이 부분 청구권협정 관련 판시내용52)을 정리하였다.

제2절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요약

  1. 원고, 피고의 지위 및 종전(終戰) 직후까지의 상황

     가. 망 소외 1, 2, 3, 553)와 원고 4(이하‘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모두 1923년경부터 1926년경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이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피고54)와 구별하여 이하‘구 미쓰비시’라고 

한다)는 일본에서 설립되어 기계제작소, 조선소 등을 운영하였던 회사이

다. 

     나.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 7. 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징용령을 제정한 후, 

52) 참고로 2009다22549 판결에서는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판시 외에도 소멸시효, 공서위

반 등 여러 쟁점이 다루어져 있으나, 이 글의 논의 범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다

루지 않았다.

53) 파기환송 후 판결인 2012나4497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 당시인 2013. 7. 30.을 기준

으로 할 때 총 5명의 이 사건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원고 4만 생존하고, 나머지 4명

은 모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수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원고 4의 생존 여

부는 알 수 없다.

54)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명칭은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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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다가(초기에는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

집형식으로 실시되었다), 계속적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자 태평양전

쟁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인 1944년 무렵에는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

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한반도에도 광범위하

게 적용되었다. 

     다. 원고 등은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1944. 8.부터 1944. 10.까지 사

이에 당시 거주지이던 경성부와 경기도에서 징용영서를 받은 다음, 구 

미쓰비시가 있는 히로시마로 가서 구 미쓰비시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 노무자로 배치되어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이송 및 배치 등의 

과정은 일본 군인 및 경찰, 구 미쓰비시 담당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

다.

     라.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

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철판을 자르거나 동

관을 구부리는 일,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하루 작업을 마치면 구 미

쓰비시가 마련한 숙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식사의 양이나 질

은 현저히 부실하였고, 숙소도 다다미 12개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

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

여 자유가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검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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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945. 8. 6.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이를 피하는 과정

에서 망 소외1은 철 파편에 맞아 턱 부분의 살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1945. 9. 13.경 시모노세키에서 밀항선을 타고, 망 소외2는 특별한 부상

은 입지 않은 상태로 1945. 10. 하카다에서 밀항선을 타고, 망 소외3은 

유리파편에 맞아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1945. 9.경 하카다에서 

UN군이 마련한 귀국선을 타고, 원고 4는 특별한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

로 1945. 8. 30.경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망 소외5는 특별

한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로 1945. 10. 20.경 시모노세키에서 밀항선을 

타고 각 귀국하였다. 

     바. 원고 등은 귀국 후에도 강제징용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종래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피폭 후유증으로 신체적·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고 등은 1995. 12. 11.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구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등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

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 3. 25.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5. 

1.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에서도 2007. 

11. 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일본에서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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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1.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일본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그 중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구 미쓰비시는,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원고 등을 강

제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였고(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일본인 노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원고 등에 대하여는 피난장

소나 식량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피폭 현장에 방치하였으며(원폭

투하 후 구호조치의 불이행), 일본정부의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 사유

가 종료한 후에는 원고 등을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귀환시킬 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귀환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안전귀

국의무 위반). 

       (2) 구 미쓰비시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 ˙ ˙ ˙ 으로는 노예제를 금지

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뉘른베르크(Nürnberg) 국제군사

재판소 규칙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서 정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고, 국내법적˙ ˙ ˙ ˙ 으로도 우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구 미쓰비시가 

원고 등에게 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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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07. 2. 2. 2000가합7960 판결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도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5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다22549 판결로 파기환송되

었다. 

     라. 그 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등은 불

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만 남기고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고, 파기환송심은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로 파기환

송 취지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등에게 각 

8,0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제3절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

회”의 2005. 8. 26.자 공식의견 표명

  1. 위원회의 결성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

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에서 2004. 2.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외교

통상부장관의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한 후 2005. 8. 

55) 각 판결문을 보면, 제2심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국제법위반을 청

구원인으로 삼지 않고, 국내민법상의 불법행위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는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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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민관공

동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 등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기에 이른

다.

  2. 공식의견 표명 내용

     가.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

한 협상이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

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

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한일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

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

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

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

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4절 청구권협정 관련 2009다22549 판결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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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

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

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

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

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

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

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

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56)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

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

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56) 대법원이 위와 같이 언급한 외교적 보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2006년 UN 국제법위

원회(ILC)가 작성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에서는 외교적 보호권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국제적인 위법행위에 의

하여 자기 나라의 자연인 또는 법인(法人)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외교적 행동 또는

다른 평화적 해결수단을 통해 그 가해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D]iplomatic protection consists of the invocation by a

State, through diplomatic action or other means of peaceful settlement, of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State for an injury caus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at State to a natural or legal person that is a national of the

former State with a view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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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

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

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

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

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제4장 2009다22549 판결 법리에 대한 고찰(考察)

제1절 개요

   대법원은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개인적 청구권

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위 판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
에서는‘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

로, 위 청구권이나 외교적 보호권 모두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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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가정적 성격의 판단인 Ⓑ에서는‘설령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적 

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

된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구조가 과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옳은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진실로 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청구권협정이 존재함에도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합

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과연 협정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는 해

석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인가? 

    위와 같은 직관적 의문들에 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여기에서

는 위 Ⓐ, Ⓑ를 구분하여 대법원이 각 결론에 이른 논거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고,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

에서 논리적 ․ 법리적 문제점이 없지는 아니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57)  

제2절 Ⓐ 부분에 관하여 

  1. 개요

57)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논문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

인적 청구권의 소멸 여부’일 뿐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소멸 여부’는 아니므로,

글의 집중도나 간결성을 위하여 이 글에서의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언급은 필요최

소한도로 하였다. 한편 외교적 보호권이나 앞서 소개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진규, “외교

적 보호제도의 현대적 해석 - 개인의 권리 및 인권보호적 성격에 주목하며,” 국제법

학회논총 제56권 제1호 (2011), 117쪽 내지 140쪽; 김석호,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26권, 한국법학회 (2007), 407쪽 내지 434쪽; 김대

순, “외교보호의 제쟁점 - 2006년 ILC 외교보호초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03쪽 내지 224쪽; 김부찬, “국제관습법상 외

교적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77쪽 내지 104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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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대법원의 논리를 보면, 결국“청구권협정은‘식민지배의 

불법성에 터 잡아 발생한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그 핵심 논리로 하고 있다.

    보다 풀어 쓴다면,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하‘이 사건 손해배

상청구권’이라 한다)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 

등의 개인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그 당연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손해배

상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청구권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과 제2조의 권

리문제의 해결은 아무런 법적 대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 부분에 관하여“제2장 청구권협정”부분에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청구권협정이‘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

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

권협정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

협정에서의 필수적 소멸 대상 중 하나인 8개 요강 ⑤항에 분명히‘피징

용 한국인의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포함하여 당시 역사적 문헌

들에 나타난 한일 양국의 의사 및 협정 체결과정,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무효성 등을 종합할 때 협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

권협정 제1조와 제2조는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 부분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분석 외에 더 이상의 검토

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 검토한 사정 

외에 조약해석의 관점에서도 대법원 판시의‘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임을 밝히고, 아울러 대법원의 위 판시 내용을 지

지하는 견해들에 대하여도 비판적 검토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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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59)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

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생략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생략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

서의 추후의 관행.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60)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

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

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

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의 규정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칙은 아래와 같이 1969년 5월 

23일에 채택되고 1980년 1월 27일 발효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제31조, 제32조인바, 이는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평가된다.58) 

 
 
     나. 조약해석의 원칙에 기초한 청구권협정의 대상  

       청구권협정은 그 성질상 한일 양국의 권리의무의 근거가 되는 약

58)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56쪽.

59) 정인섭, “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 2판),” 박영사 (2015), 47쪽 [이하 “에센스 국제조약

집”].

60) 에센스 국제조약집,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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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표창(表彰)하므로 조약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조

약의 해석에 관한 위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가 적용된다.61)

    그리고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시 협상 주체의 의도가 무엇이었

든 간에 외부에 표시된 문언의 의미나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도를 중심으

로 해석함이 원칙이라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ICJ’)가 확인한 바 있다.62)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나 ICJ의 위와 같은 판

시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약해석의 방법은,‘원칙적으로 문언의 통상

적·객관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더 이

상의 보충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되, 만일 원칙적 해석방법만으로는 여전

히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후의 관행, 

교섭기록이나 체결 당시 사정 등까지 고려하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조약해석의 원칙을 청구권협정에 적용할 때 과연 대법원

의 위 판시내용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과연 청구권협정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를 고려할 때 대법원과 같이‘일본의 국가권

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61) 이에 관하여 “물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27일에, 일본은 1981년 8월 1일에 각 당사자가

된 사정은 존재하나, 청구권협정 당시 대표적인 국제법 저서들을 살펴보면, 조약은

조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약 문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약체결시의 역사적 상황

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 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관습국제법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는 견해로는, 김창록,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법학연구 43권 1호, 부산대

학교 (2002), 101쪽, 102쪽 참조.

62)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ICJ Judgment (1994), paras 25-27;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 판

례 100선,” 제4판, 박영사 (2016), 188쪽, 189쪽 [이하 “국제법 판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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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피건대, 청구권협정 어디에도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과 같

은 조건이나 제약을 찾아볼 수 없고, 아무리 청구권협정을 읽어보더라도 

오로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양국 및 양국 국민간 재산, 이

익, 권리,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완전히 최종적으

로 해결되었다.”는 메시지만을 전달받을 수 있을 뿐이다. 조약법에 관

한 비엔나협약이나 ICJ의 문구를 빌리자면‘의미의 모호함이나 애매함 

없이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에 의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인 것이다.  

    즉,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라는 조약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

할 때, 청구권협정은 그 대상으로‘불법적 강제동원에 따른 한국인의 손

해배상(보상) 청구권’을 포함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는 더 이상의 어떠한 보충적인 해석 수단도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63)

   

  3. 대법원의 위 판시 내용을 지지하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

     학설들 중에는 대법원의 위 판시 내용을 지지하는 견해들이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견해들64)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검

토를 하였다.   

63) 같은 취지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59쪽;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53쪽.

64) 여기서는 2009다22549 판결이 나온 후 발표된 논문들 중 필자의 검색 결과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오타 오사무,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 미완의 청산과 과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V, 역사공간 (2016년),

77쪽, 78쪽 등과 같이 여기에서 소개하는 학설들 외에도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그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취하는 논문들도 존재하나, 대법원 판결을 직접적으로 다

루고 있지는 아니하기에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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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김창록 교수의“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2015) - 

이하‘2015논문’으로 부른다”- 논문65)에서 제기된 견해에 대하여

       (1) 주장의 내용                   

          먼저,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8개 요강 ⑤항은 불법적 강제

동원으로 인한 배상청구권이 아닌 적법한 징용을 전제로 한 청구권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김창록 교수는 대법원의 위 

판시를 지지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조약해석의 관점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과는 달리, 

청구권협정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권리’의 원인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엔나조약의 해석원칙인‘문언의 통상

적 의미’만으로는‘권리’의 의미나 범위를 해결할 수 없다, ⒝ 오히려

‘추후의 관행’의 측면에서 보면, 청구권협정은 대일평화조약에 따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분할됨으로써 발생한 재정상 및 민사상의 

권리 문제만을 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의

견 표명내용 중 강제동원 관련 부분66)’의 경우, 그 문구 자체에서 한국 

정부가‘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

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65) 김창록 교수의 각주 23) 논문이다. 한편 문헌 검색 결과 김 교수는 2015논문 외에

이미 각주 61)에서 언급한 논문인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법학연구 43권 1

호, 부산대학교 (2002)’ 등을 포함하여 청구권협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2015논문이 김 교수가 2009다22549 판결 후 청구권협정

과 관련하여 작성한 가장 최신의 논문으로 확인된다.

66) 이 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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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징용’과‘강제동원’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이

를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만으로는 대법원의 판시내용

을 뒤집을 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67)  

 

       (2) 비판

          (가) 위 ⒞의‘적법한 징용과 불법적 강제동원의 구별’ 관련

             우선 김 교수 논거 중 위 ⒞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미 김 

교수의‘적법한 징용과 불법적 강제동원 구별(구별설)’이 얼마나 문제

의 소지가 많은 견해인지에 관하여 앞서 비판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의 비판은 하지 않겠다. 결론만 적는다면, 위와 같은 구별설을 전제

로 하는 김 교수의 이 부분 논리를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전

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의견 표명

내용 중 강제동원 관련 부분’의 내용이야말로, 그 해석상 김 교수의

‘우려’대로 식민지배에 근거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보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임을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봄이 타당하다.68) 해당 부분을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은“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

은 무상 3억 불에‘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67) 김창록, 2015논문, 804쪽 내지 806쪽, 811쪽 내지 814쪽 참조.

68) 같은 취지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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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의‘권리의 원인’ 관련

             다음으로 위 ⒜와 관련하여, 물론 김 교수가 지적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어디에도‘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앞서 소개한 청구권협정 전문에도‘대한민

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

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협

정 자체만으로는‘권리’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맞다.       

즉, 김 교수가 소개하고 있듯이 예를 들어 일본국과 중화민국간의 평화

조약(1952. 4. 28.) 전문에는‘양자 사이의 전쟁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69)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김 교수 지적과 같이 청구권협정에 권리의 원인이 명

백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것으로 인해 청구권협정 문구의 의

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해지지는 않는다. 권리의 원인이 조약에 반드시 기

재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합의의사록 제2조 

(a)에서“재산, 권리,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

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기까지 하고 있는 이상,70) 그 이상의 보충적 해

석 수단이 필요하다는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 ⒝의‘추후의 관행’ 관련

69) 김창록, 2015논문, 804쪽.

70) 법무부, 법무자료 제238집,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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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후의 관행’ 주장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위 ⒝와 관련하여 김 교수는‘추후의 관

행’이‘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함께 조약 해석의 1차적 기준이라는 전

제 아래,‘양국은 청구권협정 체결 후 현재까지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권리가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 청구권 해결에 국

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한

다.71) 

    이에 관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비엔나협약에서‘추후의 

관행’을 조약해석에 있어서‘참작되어야 할’요소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추후의 관행이 어떤 조약 해석에 있어서나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 글에서 이미 밝혔지만, 비엔나협약의 태도나 이에 관한 ICJ 

법리를 종합할 때 조약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의 문구 그 자체

이고, 거기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문구의 의미나 조약당사자의 의도에 비

추어 애매함이나 모호함 없이 해결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며, 추후의 관

행이나 체결 당시 사정 등의 보충 수단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조약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상 애매함이나 모

호함이 없이 명백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의 관행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면, 조약 해석과 관련한 조약 당사자들의 끊임없

는 이의제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필자의 견해와 관련하여“통상적인 조약해석의 규칙에 

71) 김창록, 2015논문, 805쪽, 8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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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조약 문면상 의미가 명확하면 다른 자료 - 예를 들어 준비자료

(travaux preparatoires) 등 - 를 검토할 필요 없이 문면의 통상적인 의미

를 좇으면 된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72)

    결론적으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만

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서는‘추후의 관

행’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73). 

             2) 청구권협정 후‘추후의 관행’의 존재 여부

               위 1)에서 언급한 바에 따를 때 김 교수의 위 ⒝와 관

련한 주장은 그 자체로 검토의 필요가 없는 것이 될 것이나,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나누어, 설령‘추후의 관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

도 현재 그와 같은‘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밝히고자 한다.

               ㈀ 우리나라

                  김 교수는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추후의 관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74) 즉, ㉠ 청구권협정 체결 직후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우리가 일본국에 요구하는 청구권을 국제법에 적용해

서 보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 청구권 해결 문제

인 것이다.”라고 밝힌 내용(우리나라 정부가 1965년 작성한‘한일회담

72)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56쪽. 이 논문 156쪽에서는 “UN 국제법위원회(ILC)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T]he starting point of interpretation is the 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the text.'라고 명언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73) 같은 취지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59쪽, 160쪽.

74) 김창록, 2015논문, 805쪽 내지 8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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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40쪽, 41쪽), ㉡ 1976년“대일배상금의 청구 문제는 한일회담 초기

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한일간에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명시된 바에 의하여 영토분리에서 오는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만이 남

아 있었던 것이다.”라고 밝힌 내용(경제기획원, 청구권자금백서, 1976년, 

10쪽), ㉢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앞서 정리한“공식의견 표명내

용”과 같이75)“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힌 

내용을 자신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추후의 관행에 관한 김 교수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

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76) 즉,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

정해설에서 “... 우리 측이 최초에 제시한 바 있는 8개 요강에서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케 되는바, 따라서 ...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 각

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

고 밝힌 내용, ㉡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청구권협정의 

후속적 국내조치로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과 대일 민간청

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하였고, 이 안에 강제징용 사망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민관공

동위원회의 공식의견 표명내용 중 강제동원 관련 부분에서“일본으로부

터 받은 무상 3억 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힌 내용, ㉣ 2009년 8

월 14일 외교통상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

75) 이 글 36쪽 참조.

76) 이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60쪽 내

지 162쪽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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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

움”이라고 밝힌 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위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상충되고 모순되는 역사적 사실관

계들을 토대로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청구

권협정과 관련한 일관된“추후의 관행이나 실무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추후의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조약 당사자의 조약 체결 후 국내 입법조치라고 할 것인

바,77) 이와 관련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구권협정의 후속 법률로 제정한 

것들 중 위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대일 민간청구권 보

상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신고 대상으로 명

기(明記)하고 이들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취한 것은, 추후의 관행을 판단

함에 있어 김 교수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정적 증거로 취급되어야 한다.  

    만일 김 교수의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이 불법적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배상(보상)청구권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추후의 관행’과 관련하여 김 교수

의 묵과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는 위와 같이 불법적 식민지배에 기한 손해배상(보상) 청구

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관한‘우리나라의 추후

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그는 같은 논문 826쪽부터 828쪽에 걸쳐 또 다른‘추후의 관

행’이라는 제목 아래, 청구권협정 체결 후 이루어진 우리나라 정부의 

77) 법률이라는 것이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 의미는 국민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

지이기 때문이다. 즉 단지 정부의 입장 표명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신력이 존재

하는 것이다.



- 51 -

입장을 정리하면서“한국 정부는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청구권협정

에 의하여 해결된 것은 양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며 개인의 권리는 소멸

하지 않았다는 입장 - 이른바 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이고, 이하‘외

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으로 부른다 - 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추후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78) 

    이 부분의 본질적 문제점은, 김 교수 주장의‘추후의 관행’의 내용

이 서로 다르고 모순된다는 것이다. 즉 먼저 정리한‘추후의 관행’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것에 관한 추후의 관행임에 비하여, 김 교수가 주장하는 또 다

른‘추후의 관행’은‘그와 같은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은 

되나, 이에 관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추후

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즉 김 교수가 2015논문 826쪽부터 828쪽에 걸쳐 주장하고 있는‘추

후의 관행’인 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의 핵심은, 김 교수의 또 다른

‘추후의 관행’에 관한 주장이나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강제동원 한국

인 피해자의 손해배상(보상) 청구권이 전면적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

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일단 청구권협정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을 뿐 피해

자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오히

려 해당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 ˙ ˙ ˙ ˙ ˙ ˙ ˙ 로 하는 것

인바, 결국 김 교수가 앞서 주장한‘추후의 관행’과는 전혀 다르고 서

로 모순되는 내용의‘추후의 관행’인 것이며,79) 이‘추후의 관행’에 

78) 이는 앞서 소개한 김 교수의 다른 논문인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2002)’ 논

문(각주 61)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다(위 논문 107쪽, 108쪽 참조).

79) 이 부분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예비적 판단에서 판시한 내용이기도 하

다. 즉 대법원은 예비적(豫備的) 판단으로 ‘설령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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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때에는 오히려‘식민지배와 직결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

의 대상에 일단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정리한다면, 김 교수 주장의 서로 다른 내용의‘추후의 관행’주장

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며, 나아가 만일 김 교수 주장의 위‘추후의 

관행 - 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이 진실로 존재한다면, 이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김 교수 

주장이나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 내용에 오히려 배치되는 사정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일본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가? 사실 위와 같이 우리나

라에‘추후의 관행’이라고 볼만한 일관된 내용이 없는 이상, 설령 일본

에게 추후의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국 조약 당사자에 공통된‘추

후의 관행’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일본의 관행이나 태도

를 살피는 것은 무의미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가 일본의 추후의 관행에 대해서도,“일본 정부는 청

구권협정의 목적이‘한국의 분리 독립 승인에 따라, 일한 양국간에 처리

를 할 필요가 있게 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

고, 이는 추후의 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80) 이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 검색한 관련 문헌들81)이나 김 교수의 2015논문을 통해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80) 김창록, 2015논문, 806쪽, 8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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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김 교수의 위 주장과는 달리 일본 또한 협정 

체결 후 현재까지 입장의 변화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일관된 내용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 설령 추후의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그

‘관행’은‘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으로서, 앞서 우리나라 부분에

서 정리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김 교수 주장과는 배치되는 관행

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셋째 김 교수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서 우리나

라 부분에서와 같은 논리적 오류, 즉 서로 다른 내용의 추후의 관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입장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일본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외교적 보호권 한정 소멸론 → 외교적 보호권·개인적 청구권의 사실

상82) 전부 소멸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결 후 1990년대까지는 위와 같이 외교적 보

호권 한정소멸론의 입장을 취하다가, 2000년 11월 2일 釜山從軍慰安婦·

女子勤勞挺身隊公式謝罪 등에 관한 공소심 준비서면에서‘... 한국국민에

게는 애당초 이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는 없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이것을 청구해도 우리나라는 이것을 인정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

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83)84) 현재까지 위와 같은‘사실상 전

81)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61쪽 내지 63쪽;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08쪽 내지

216쪽.

82)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형식논리상으로는 개인청구권 소멸을 정면에서 주

장하지 않고,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구제가 주어지지 않는 권리가 되었

다.” 또는 “청구에 응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박배

근, 위 논문(각주 24), 63쪽 참조}. 즉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민의 권리

를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는 있으나, 한국민이 이를 재판을 통해 구

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연채무 유사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83)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법사학연구 30호

(2004), 242쪽, 243쪽. 다만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는 ‘추후의 관행’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 일본의 입장 변화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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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멸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장 변화 자체만 보

더라도 일본에게 일관된 추후의 관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령 위와 같이 1990년대까지 일본의 공식입장이라 할 수 

있는‘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을 일본의‘추후의 관행’으로 보더라

도,85) 이는 그 내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김 교수가 앞서 일본의‘추

후의 관행’으로 주장한 내용 - 불법적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배상(보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관한 추후의 관행 - 

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안타깝게도 김 교수는 이 부분 일본의‘추후의 관행’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

다.

    즉 김 교수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추후의 관행’이라는 제목 아

래 일본의 추후의 관행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식민지배와 직결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라고 주

장하는 한편86), 같은 논문 819쪽부터 826쪽에 걸쳐 역시‘추후의 관행’

이라는 제목 아래 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을 일본의 추후의 관행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87) 

84) 한편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63쪽, 64쪽 참조. 박 교수는 위 논문 63쪽, 64쪽에서

‘일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전 미국인 일본군 포

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2000년경부터 대일평화조약 제14조 (b)의 해석에 관하

여 종래의 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개인청구권 소멸론으로

주장을 전환하였다. 일본의 개인청구권 소멸론이 일본의 국내법원의 재판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2001년의 네덜란드 포로 및 억류자 소송 항소심이다. 이 재판은 1998년

11월 30일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제1심

재판과정에서는 아직 개인청구권 소멸론이 주장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 9월의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부터는 일본 국내법원

에서도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고 있

다.

85) 그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학설로는,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63쪽.

86) 김창록, 2015논문, 805쪽 내지 8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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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반복은 하지 않겠다. 결론만 적는다면, 김 교수의 이러한 서로 다른‘추

후의 관행’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나아가 만일 진실로 외교적 보

호권 한정소멸론이 일본의 추후의 관행88)이라면, 이는 김 교수 주장이나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나. 도시환 박사의 견해89)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약

          도 박사가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내용을 지지하는 논거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 박사는 강제병합조약이 무효라는 바

탕 아래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2010년 한일 지식인 1,139명이 

87) 김창록, 2015논문, 805쪽 내지 807쪽 참조.

88) 여기서 의문은,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왜 일본이 위와 같이 주장해왔는가라는 점이

다. 일견 일본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즉 위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개인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일본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문헌을 검색한 결과, 그 이유를 대일평화
조약 이래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국내적 보상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

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정인섭, 위 논문(각주 11), 524쪽}, “일본 정부가 조약에 의해

일본국민이 갖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여 소멸시킬 경우 일본 헌법 제29조 제3항과

관련하여 국가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다.”는 견해{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10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의 배상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이라 내놓은 말장난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  

89) 이하 도 박사가 2013년도에 발표한 각주 10) 논문 및 도 박사가 2014년 발표한 “식

민지 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한국외국

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문헌검색 결과 도 박사

또한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여러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각주 10) 논문과

위 2014년 논문은 2009다22549 판결이 나온 후 이 판결을 정면으로 다룬 논문이다.

한편 편의상 앞으로 2013년 발표된 위 각주 10) 논문을 2013논문으로, 위 2014년 발

표 논문을 2014논문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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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한‘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공동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90)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강제병합조약을 전제로 한 일제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구권협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다.91) 

    도 박사는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미국은 1950년대 후

반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대아시아 원조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고, 이에 한일관계 개선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 점, (2) 이에 미국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원조를 한국의 대일청구

권 해결과 연계하는 경제협력방식을 제기한 점, (3) 결국 청구권협정은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미국의 의도, 전후 급격히 성장한 독

점자본의 진출을 갈망한 일본의 요구, 그리고 불안정한 정권기반을 경제

성장으로 만회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귀결된 점, (4) 우리나라 정부가 1949년 제시한‘대일배상요구

조서’는 한일 강제병합 이래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와 희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요구가 청구권협정에 반영되지 못한 이

유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권협정은 원래는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

로부터 유래하는 제반 배상 관련 문제를 청산하고 그 토대 위에 국교수

립을 모색하는 내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이 배제된 채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조약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한

다.92)  

90) 도시환, 2014논문, 297쪽.

91) 도시환, 2013논문, 34쪽.

92) 도시환, 2013논문, 36쪽, 37쪽; 2014논문,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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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도 박사는 김 교수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도 한다. 즉 한일 

양국 모두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의 범위에 관해서는‘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라는 것에 견해의 일

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93)“8개 요강 ⑤항에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도 기재하고 있다.94)

    한편 도 박사 주장이 김 교수 주장과 구별되는 것은, 김 교수 주장

이 조약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도 박사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2) 비판

          먼저 도 박사의 위 논거들 중 김 교수 주장과 같은 내용, 즉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의 손해배상(보상) 청구권을 협정

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여 왔다.”는 부분

이나“8개 요강 ⑤항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

함을 제2장 제4절‘3. 청구권협정과 8개 요강과의 관계’부분95)이나 앞

서 김 교수의 논리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자세히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않겠다. 

    도 박사가 내세우고 있는 나머지 논거, 즉‘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은  

93) 도시환, 2013논문, 38쪽, 39쪽.

94) 도시환, 2013논문, 49쪽, 50쪽.

95) 이 글 26쪽 내지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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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배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적용대상에서 배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자세히 밝힌 내용을 해당 주장에 대

한 비판으로 그대로 원용한다.

    즉, 도 박사의 논리는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대일배상요구조서’

에서도 알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식민지배 청산 요구를 협상 과정에서 일

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결국 역설적으로 식민지배 책임과 관련

한 부분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취지

이나, 이미 이 글“제2장 청구권협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청

구권협정이 분명히 소멸 대상으로 포함시킨 8개 요강 ⑤항에‘피징용 한

국인의 보상금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나 청구권협정이 이루어지

기까지 만들어진 당시 여러 교섭기록 등 역사적 문헌들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의 청산적 성격이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와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절충·타협된 성격의 

결정으로서,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를 부인하는 일본의 입장만이 반영되

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요

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 아래 청산적 성격의 

청구권협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강병근 교수의 견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약96)

96) 이하 강병근 교수가 2014년 발표한 각주 49) 논문을 참고하였다. 문헌 검색 결과 강

교수 또한 각주 49) 논문 외에도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나, 각주 49) 논문이 2009다22549 판결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각주 49) 논문을 앞으로 ‘2014논문’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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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은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 뿐 대일평화조약과 같이 배상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우리나라 정부 또한 청구권협정의‘청구권’은 민사적인 

것으로 전승국이 전패국에 요구하는 배상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하

였으며, 대일배상금의 청구문제는 한일회담 초기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적어도 청구권협정이 타결되던 시점에는 대법원 판시의 

‘청구권’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97)               

          (나) 8개 요강 ⑤항의 경우, 양국은 한일회담을 종결하면서 식

민지배의 불법성과 무관한 내용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합의의사록에 8개 요강을 언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98) 즉 8개 

요강 ⑤항에서 언급된‘징용’은‘전쟁 수행을 위한 징용’의 의미로서

‘식민지배’와 결부된‘징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99) 더욱이 제6차 회

담에서 우리 측에 의하여 구체화된 내용으로 기재된‘전쟁으로 인한 피

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의 경우 당시 일본 측이 불법 책임을 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 청구권협정이나 합의의사록상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오로지 한일협상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에 

합의의사록에서 언급하는‘8개 요강’에 대하여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100)  

97) 강병근, 2014논문, 241쪽, 245쪽. 강 교수에 따르면 “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1952. 2.

20. ~ 4. 1., 1961. 3. 15. ~ 1961. 5. 10., 1961. 10. 26. ~ 1962. 3. 6. 기간 중 논의되었

지만 청구권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는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청구권 전체에 대한 청

산요구도 없었다. 한국 측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은 뒷전이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 필자가 앞서 정리한 역사

적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98) 강병근, 2014논문, 242쪽.

99) 강병근, 2014논문, 246쪽, 247쪽.

100) 강병근, 2014논문,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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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관공동위원회가 정리하였듯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

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일본의 공식 입장

은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독립축하금일 뿐 전쟁배상금은 아니라는 것

이므로,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101)

       (2) 비판

          강 교수의 주장을 보면, 앞서 정리한 김창록 교수, 도시환 박

사와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하

여는 앞서 이미‘제2장 청구권협정’부분이나 김 교수 및 도 박사 주장

에 대한 비판 부분에서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되, 다음과 같이 다

시 한 번 필자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smoking gun은, 앞서‘제2장 청구권협

정’부분에서 다룬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의 부속 협정으로서 역시 조약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합의의사록상‘재산, 이익, 권리, 청구권’에 8개 

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바로 그 8개 요

강 중 ⑤항이‘피징용 한국인의 보상금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8개 요강의 작성 주체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는 사실

이다. 따라서 이 점만 고려하더라도‘전쟁수행을 위한 징용’과‘식민지

배와 관련한 징용’을 구별하는 강 교수의 위 견해102)를 받아들일 수 없

다.

101) 강병근, 2014논문, 248쪽 내지 250쪽.

102)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강 교수의 이 견해는 김창록 교수의 구별설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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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당시 교섭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

부가 1949년부터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하여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불

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보상) 요구를 제기한 이래, 그 연장선상에서 

1952. 2. 20.‘8개 요강’을 제출하였고, 제5차 회담에서 8개 요강 ⑤항

에‘보상금’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제6차 회담에서는 8개 요강 

중 ⑤항을 6개 항목으로 보다 구체화시켰고, 그러한 합의과정 끝에 체결

된 청구권협정의 부속 합의서인 합의의사록에도‘8개 요강’이 명시적으

로 언급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바, 이러한 8개 요강 ⑤항

과 관련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앞에 두고서도‘8개 요강 ⑤항’에서 

언급된‘징용’은 식민지배와 결부된‘징용’이 아니라는 논리는, 앞서  

구별설에 대한 비판에서와 같이 8개 요강의 작성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주장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 교수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필요충분한 이유이다.    

제3절 Ⓑ 부분에 관하여 

  1. 개요

     이 부분 대법원의 논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정적이다. 즉 대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불법적 식민지배에 근거한 손해

배상(보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설령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되었을 뿐 개인

적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시를 하였다.103) 

103)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앞서 이미 김창록 교수의 견해 중 ‘추후의 관행’ 주장

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1990년대까지 일관적으로



- 62 -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위 판시사항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내세운 

논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대법원의 이 부분 논거들 정리  

     결국 3가지로 요약된다. 즉 “①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

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

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 ②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

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

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

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 ③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각 논거들에 관한 검토

     가. ① 부분 - ‘국가가 조약을 통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

다.’는 부분 - 에 관한 검토 

주장해 온 취지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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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처리에 있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일괄보상협정(lump-sum agreements)이 체결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에서 그 

실정성 및 합법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104)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개인 청구권의 소멸을 개념필연적 요소105)로 

하는 일괄보상협정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채택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부분 대법원의 판시사항과 관련하여 물음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즉 대법원의 이 부분 논리는‘국가는 조약을 통해 개인청구권을 소

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나, 그와 정반대의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현재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구권협정의 성격을 살피건대, ① 청구권협정과 유사한 시

기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된 여러 양자 조약, 즉 독일이 1959년부

터 1964년까지 서방 12개국과 체결한 양자협정이나 일본이 전후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버마 등과 체결한 양자협정들이 모두 각 조약의 내용

이나 당사자 의사 등에 비추어 일괄보상협정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106) ② 정리한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양 체약국은 양 

104)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99쪽. 이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부터 1995년

까지 200개 이상의 일괄타결방식의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한다(위 논문 199쪽 참

조). 특히 “일괄보상협정의 국제법상 실정성은 국제법협회의 2006년 최종보고서에

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고, 이 보고서의 제5장은 일괄보상협정에 관한 실행(The

practice of Lump-Sum Settlement Agreements)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바, 이

장에서는 일괄보상협정제도의 실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

다.”고 적고 있다{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06쪽, 207쪽 참조}.

105)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99쪽. 이와 관련하여 박배근 교수는 위 논문(각주 24),

58쪽에서 “개인보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일괄보상협정이 체결된 사례는 다수 있

으며, 이들 일괄보상협정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을 전제하지 않으면

법적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106)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00쪽 내지 205쪽. 위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중화

민국(대만)과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을, 1958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와 평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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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바, 앞서 정리한 조약해석의 

일반 원칙, 즉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는“대한민

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청구권협정 후에는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

을 상대로 더 이상‘청구권’또는‘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

용의 일괄보상협정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앞서 정리한 바

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대일배상요구조서 제시나 8개 요강 제출을 포

함하여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불법적 식민지

배 청산을 요구하였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개인

의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수

령한 후 이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즉 일괄타결 방식 또는 

일괄보상협정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협상의 전

(全) 과정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하였던 점107) 등을 종합할 때, 일괄보상

협정 방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김창록 교수는 앞서 소개한 2015논문에서“(1) 

청구권협정은 그 규정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들을‘소멸’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완전히 그리

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맺

은 조약상‘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점, 

약을, 중국과 1972년 9월 29일 공동코뮤니케(Joint communique)를, 버마와 1954년

11월 5일 평화조약을, 구 소련과 1956년 10월 10일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와는 1957년 2월 8일과 1957년 5월 13일 각 국교회복에

관한 협정을 통해 상호간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일괄보상협정을 맺었다.”는 것

이다.

107)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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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 모두 청구권협정 체결 후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외교

적 보호권만 소멸하였다는 외교적 보호권 한정소멸론을 추후의 관행으로 

유지한 점, (3)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확인한다.’나 제3항의‘어떠

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모두 그 주어(主語)가 양 체약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일괄보상협정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08)

    살피건대, 먼저 김 교수 주장 (2)의 경우 그 주장의 문제점에 관해서

는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요지만 다시 적는다면 김 

교수 주장의 위와 같은‘추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 교수 본인 스스로‘추후의 관행’에 관하여 서로 다른 2개의 

추후의 관행을 제시하고 있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위 논거를 채택할 수 없다.

    다음으로 (3)의 경우 물론 위 규정의 주어(主語)는 한일 양국이지만, 

양국이 체결한 내용은 어디까지나‘각 국가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개인

(법인 포함) 모두 상대방 국가와 그 국가의 개인을 상대로 더 이상 청구

권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임이 조약의 문리해석상 분명하

므로, 해당 논거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1)의 경우 물론 김 교수의 주장과 같이 일본이 다른 국

가와 맺은 일부 조약에 포기(waive)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

나,109)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괄보상협정방식이 아니라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비록 청구권협정상 포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청구권

협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권리의 소멸 내지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문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일괄보상협정방식의 국제법적 실정성이나 청

108) 김창록, 2015논문, 817쪽 내지 826쪽.

109)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01쪽 내지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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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협정의 일괄보상협정방식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의 위 

판시사항은 적어도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법적 

현실과 사뭇 불일치함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내용 중‘국가와 개인이 별개의 법인격

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그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없다.’

는 논리는 개인이 국가와 별개의 독립적인 국제법적 주체임을 밝힌 내용

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최근의 국제법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존재하나,110)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일괄보상

협정방식과 관련한 위와 같은 국제법적 현실을 외면한 이상, 여전히 위 

판시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약한다면, 실제로 실무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합법성, 타당성에 관하여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그

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므로 잘못이다.”라는 대법원

의 논리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 ② 논거 - ‘조약에 양국의 의사 합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

야 개인청구권 소멸이 가능하다.’는 부분 - 에 관한 검토

     이 부분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 문언만 보더라도 개인 청구권 소멸에 관

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11) 한일 양국은 위 규정을 통

하여 각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밝혔다고 

110) 개인의 국제법적 주체성 여부에 관한 논의 내용은 뒤에 ‘제5장 가능한 대안’ 부분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11) 같은 취지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18쪽, 219쪽; 박배근, 위 논문(각주 24),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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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조약 해석의 원칙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부분 대법원의 논리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 ③ 논거 - 일본의 재산권조치법 시행 관련 - 에 관한 검토

     앞서‘제2장 청구권협정’부분에서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65. 12. 17.“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

권 또는 담보권으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1965. 6. 22.에 소멸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권조치

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부분 대법원의 논리는 매우 간명·단순하다. 즉 일본이 청구권협

정 체결 후 제정·시행한 재산권조치법을 통해 비로소˙ ˙ ˙  한국 또는 한국인

의 일본 또는 일본인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켰으므로, 그 당연한 연장선

상에서 청구권협정 당시까지는 청구권의 소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의 문구 자체나 재산권조치법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과 관련한 일본의‘조치112)’로서 청구권협정의 

발효시기인 1965년 12월 18일보다 오히려 하루 앞서 제정·시행된 사실

만 감안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즉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당시 그 협정 내용과 같이 양

국 및 양국 국민이 상호 갖는‘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을 모두 소멸

시키기로 하면서, 그 중 각국의 관할 하에 있는 상대방 국가 및 국민의

112) 이미 이 글 앞부분에서 청구권협정의 조문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해당 부분만 다

시 옮기면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

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강조를 위해 밑줄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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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권리, 이익’에 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행˙ ˙
입법˙ ˙ 적 성격의‘조치’를 일단 취한 후에 그‘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관련한 일본 측의‘조치’인 재산

권조치법이 청구권협정의 발효 전 시행된 것이므로, 재산권조치법은 청

구권협정과 별개로 보아야 할 일본의 국내법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권협

정과 일체로 보아야 할 성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도시환 박사는“재산권조치법은 그 적용대상을

‘재산, 권리, 이익’으로 한정하였을 뿐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

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이 재산권조치법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113) 

    살피건대,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 자체로‘재산, 권리, 

이익’뿐만 아니라‘청구권’도 소멸시켰으나, 양국의 관할 아래 있는 

상대방 국가 및 국민의‘재산, 권리, 이익’에 대하여는 일단‘조치’를 

취한 후 그‘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그와 달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이 어떠

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 것임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의 문리

해석에 부합하고,114) 이에 따른 일본의‘조치’가 바로 재산권조치법인 

113) 도시환, 2013논문, 51쪽.

114) 이와 관련, 합의의사록에는 이 ‘조치’에 대하여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

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규정이 있는바{합의의사

록 제2조 (e)항}, 어떻게 보면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과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에는 ‘조치’의 대상으로 청구권을 제외

한 ‘재산, 권리, 이익’만을 규정하였는데, 합의의사록에서는 ‘조치’의 정의를 청구권

까지 포함하여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각국의 국내조치”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합의의사록보다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이나 ‘조치’의 ‘정의개념’이 ‘조치’의 ‘대상’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양 규정 사이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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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산권조치법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

다. 따라서 도 박사의 위와 같은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115)   

  4. 요약 

     지금까지 대법원의 가정적 판단인 외교적 보호권 소멸·개인적 청

구권 불소멸 논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각 논거별로 살펴보았다. 

요컨대,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

겠으나, 무엇보다도 일괄보상협정방식이 현재까지도 국제법의 관행들 중 

하나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조약

의 해석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제5장 가능한 대안(代案)

제1절 들어가면서

   대법원의 논리에는 위와 같은 의문점들이 있으나, 국제적 강행규범

(Jus Cogens 또는 peremptory norm)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법원과 동일한 

115) 한편 이근관 교수는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내용에 관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

계’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

제법적 이론과 실행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도 재산권조치

법을 통해 비로소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 조약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21쪽}. 사견(私見)으로는 대법원의 이 부분

판시내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적 이론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

라도 위와 같이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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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판시에서 나타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

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제적 강행규범 이론에 근거하여,“아무리 한일 양국이 원고 등

의 개인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 등은 여전히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

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이론 구성을 하면, 대법원의 앞서 본 법리를 채용하지 않

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깔끔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대법원은 아예‘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

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필자의 견해는‘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

기는 하였으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간 소멸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았

다.’는 것으로서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가 다른바, 이미 지적한 

대법원의 위 논리상 의문점들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논리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다 타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 구성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 우선 이 사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이 국제적 강

행규범 위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사인(私人)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문제, 즉‘자연인(自然人)’인 원고 등이‘법인(法人)’인 

피고를 상대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지 여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두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다루면서 결국 이 

사건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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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적 강행규범

  1. 국제적 강행규범의 개념

     국제적 강행규범이란, 개별 국가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사

회의 근본적인 공통가치(values viewed as fundamental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약이

나 관습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개별국가 모두를 구속하며

(binding on all nations), 개별국의 의사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 상위규범

을 의미한다.116)117) 

    즉‘그 내용에 있어 국제 사회의 우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서, 국가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법적 확신에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

고, 또한 국제적인 법질서로서 국제법의 존립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

이며, 그 준수가 국제적인 공동체의 전 구성원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규

범’을 의미한다.118) 

116)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99
쪽; Darcie L. Christopher, Jus Cogens, Reparation Agreements and Holocaust
Slave Labor Litiga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1 (2000),
1,233쪽; Dean Adams, The Prohibition of Widespread Rape as a Jus Cogens, 6
San Diego Int'l L. J. 357 (2005), 359쪽; David F. Klein, A Theory for the
Application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by Domestic
Courts, Vol 13. Yale J. INT'L L. (1988), 350쪽, 351쪽;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위 책(각주 14), 1,292쪽;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515쪽; 국제법 판례

100선, 143쪽; 신국제법강의, 79쪽, 264쪽 등.

117) Prosecutor v. Furundzija (ICTY Trial Chamber), IT-95-17/1-T (1998), para. 153.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values it protects, this principle has evolved

into a peremptory norm or jus cogens, that is, a norm that enjoys a higher
rank in the international hierarchy than treaty law and even 'ordinary'

customar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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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는 최초119)로 국제적 강행규범을 정의하였다(제53조). 

      A treaty is void if,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it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norm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120)   

    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 이후부터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 상

호간에만 의미가 있는 의무만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제법 주체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erga 

118) Kirsten Schmalenbach, Article 53. Treatie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Springer (2012), 898쪽; Dean Adams, 위 논문(각주 116), 361쪽;

최철영,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 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동북아역

사논총 19호 (2008), 259쪽 등.

119) Darcie L. Christoper, 위 논문(각주 116), 1,233쪽.

120)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a peremptory norm)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

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

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

이다(에센스 국제조약집, 52쪽).”

한편 위 비엔나 협약 규정 제53조가 “비엔나 협약이 발효되기 이미 오래 전부터

관습 국제법으로 존재하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It is safe to say that Art 53

reflects a customary rule that has gradually developed long before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라는 설명으로는,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

(각주 118), 8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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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es)121)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122) 페리니(Ferrini) 사건 - ‘제1장 

서론’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인 페리니가 제2차 세

계대전 중인 1944년 8월 독일군에 의하여 체포되어 독일로 강제이송된 

후 종전 시까지 강제노역에 종사한 사안,123) 이하‘페리니 사건’이라 

한다. - 등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국제적 강행규범 개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124)

      Assuming for this purpose that the rules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which prohibit the murder of civilians in occupied territory, 

the deportation of civilian inhabitants to slave labour and the 

deportation of prisoners of war to slave labour are rules of jus 

cogens(이하 생략). 

    한편 UN 국제법위원회(ILC)가 2001년 만든“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

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국가책임법 초안’이라 한다)125)”

121) 대세적 의무(erga ommes)와 국제적 강행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각주 118), 939쪽; Eric Suy, Article 53 Convention of
1969, in “The Vienna Conventions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228쪽, 1,229쪽 참조.

122)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Belgium v. Spain),

ICJ Judgment (1970), paras 33-34; 이성덕, “국제강행규범과 대세적 효력 원칙 개

념의 비교,”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1), 380쪽.

123) 이에 관해서는 “제6장 여론(餘論)” 부분에서 상술한다.

124)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 Greece Intervening),

ICJ Judgment (2012), para. 93 [이하 ‘Jurisdictional Immunities’]; 국제법 판례 100

선, 138쪽 참조.

125) 이와 관련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국제법을 제1차 법규라

고 한다면, 국가책임법은 제1차 법규를 위반한 결과에 대하여 시정수단으로 적용되

는 제2차 법규에 해당한다. 즉 국가책임법은 이의 적용을 통해 국가관계를 본래의

제1차 법규의 틀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제법의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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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서도‘기타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따를 의무’를‘대응조

치(countermeasures)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 의무’로 명시하고 있

다.126) 

  2. 국제적 강행규범의 예

     한편 무엇이 국제적 강행규범127)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현재까지 

국제재판소들에서 국제적 강행규범으로 인정한 대표적 예로는 집단학살 

금지(Genocide)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128) 고문금지,129) 

부분에서 국제법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국가책임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UN 국제법위원회는 2001년 국

가책임법 초안을 완성하였다.”는 설명으로는, 신국제법강의, 388쪽, 389쪽 참조.

126) 에센스 국제조약집, 234쪽.

127) 강행규범 개념은 국제법 분야에서 독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서부터

오랜 전통을 두고 형성된 국내법 체제에 그 개념의 원류를 두고 있다는 설명으로

는,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각주 118), 899쪽 내지 901쪽; 이성덕, 위 논문

(각주 122), 381쪽 등 참조.

특히 이 교수에 따르면, 로마법에서는 jus strictum(publicum)과 jus dispositivum
을 구별하였는데, 그 중 jus strictum(publicum)의 경우 사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없다(jus publicum privatorum pactis mutari non potest)는 법률 체제를 가
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질을 갖는 jus publicum 개념이 Jus cogens의 원형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Jus cogens와 Jus dispositivum의 구별에 관한 자세한 설명

으로는, David F. Klein, 위 논문(각주 116), 350쪽 내지 353쪽 참조.

128)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ICJ Judgment (2006), para. 64;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ICJ Judgment (2007), para. 161;

Prosecutor v Kayishema and Ruzindana (ICTR Trial Chamber), ICTR-95-1-T

(1999), para. 88; Prosecutor v Jelisic (ICTY Trial Chamber) IT-95-10-T (1999),

para. 60; Prosecutor v Krstic (ICTY Trial Chamber) IT-98-33-T (2001), para.

541; Prosecutor v Stakic (ICTY Trial Chamber) IT-97-24-T (2003), para. 500;

Prosecutor v Blagojevic and Jokic (ICTY Trial Chamber), IT-02-60-T (2005),

para. 639 등.

129) Al Adsani v. UK, ECHR Judgment (application no. 35763/97) (2001),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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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 금지130)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적 강행규범의 존재를 인정한 ICJ 판결들 중 하나인 

위 페리니 사건의 앞선 판시내용을 보게 되면, ICJ가“점령 지역에서의 

민간인 살해, 노예노역(slave labour)”을 강행규범 위반의 예로 명시하였

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Assuming’절이기는 하지만, 그 

전후 문맥이나 특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ICJ는 위와 같은“① the 

murder of civilians in occupied territory, ② the deportation of civilian 

inhabitants to slave labour, ③ the deportation of prisoners of war to 

slave labour”를 국제적 강행규범의 예로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131)

    한편 학설상으로는, 제노사이드, 노예제, 노예매매, 고문의 금지, 연

장된 자의적 구금, 체계적인 인종차별 금지, 국제인도법상의 규칙, 독재

자를 처단할 의무, 동물의 생명에 대한 권리, 자결권, 영역주권, 외교관

에 대한 공격, 테러행위 금지, 해양의 자유, 무력사용금지, 반인도범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등이 그 예로 거론되고,132) 1945년 나치 전범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법정에서는 침략전쟁(waging a war of 

130) Prosecutor v Sesay, Kallon and Gbao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rial

Chamber) SCSL-04-15-T (2009), para. 157. "[T]his Chamber takes the view

that the offence of enslavement is prohibited 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entail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The Chamber is satisfied that this

would equally apply to the offence of sexual slavery which is an international

crime and a violation of jus cogens norms in the exact same manner as
slavery."

131) 같은 취지로는, 이성덕,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2012년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을 중

심으로,” 중앙법학 제14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2), 235쪽.

132) Antonio Cassese, 위 책(각주 116), 199쪽, 202쪽, 203쪽; Ian Brownlie, 위 책(각주

116), 515쪽; 이성덕, 위 논문(각주 122), 389쪽; 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59쪽;

황명준,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서울대 박사학위논

문 (2017), 40쪽; 오승진, “국제법상 노예제의 금지,” 법학논총 36권 2호, 단국대학교

(2012),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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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on), 그러한 전쟁과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박해(oppressing individuals on political, racial or 

religious grounds in relation to such a war), 민간인에 대한 살해, 노예

화 또는 추방(exterminating, enslaving or deporting a civilian population) 

등을 국제적 범죄로 분류하였다.133) 

    종합하면, 노예제 및 노예무역의 금지, 침략적인 무력사용의 금지, 

고문 금지, 반인도범죄, 해적의 금지(prohibition of piracy), 인종차별 및 

격리의 금지, 민간인에 대한 적대행위의 금지(prohibition of hostilities 

directed at civilian population)가 국제적 강행규범 내지 그 위반의 예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4)

  3.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

     가. 개요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앞서 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현 국제법 질서에서 아직

133)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34쪽; 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59

쪽 참조.

134)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LC finalized by Martti Koskenniemi,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United Nations Document A/CN.4/L682
(2006), para. 374. 참고로 위 Report para. 374의 해당 부분 원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강조를 위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첨가하였다).

“Overall, the most frequently cited candidates for the status of jus cogens
include: (a) the prohibition of aggressive use of force; (b) the right to

self-defence; (c) the prohibition of genocide; (d) the prohibition of torture; (e)

crimes against humanity; (f) the prohibition of slavery and slave trade; (g) the

prohibition of piracy; (h)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partheid,

and (i) the prohibition of hostilities directed at civili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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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강행규범에 위반한 합의의 무효 확인이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

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35) 

    이는 국제적 강행규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만들어진 데에 그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도 개별국가의 의사만으로는 이탈할 수 없는 상위규범이 존재한

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기에,136) 적극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

다.137)

135) Antonio Cassese, 위 책(각주 116), 205쪽; Dean Adams, 위 논문(각주 116), 359쪽,

360쪽;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위 책(각주 14), 1,292쪽; Ian Brownlie,

위 책(각주 116), 516쪽, 517쪽; Evan J. Criddle and Evan Fox-Decent, A
Fiduciary Theory of Jus Cogens, 34 Yale J. Int’l L. 331,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347쪽; 신국제법강의, 350쪽 등 참조. 특히 이와 관련한

Antonio Cassese 교수의 위 책 205쪽 해당 부분의 원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If the State against which jus cogens is relied upon objects to its application
and also refuses to submit to negotiation, conciliation or adjudication, there will

again be no judicial or more generally, third-party determination of jus cogens.
The contestant States will have to fall back on the general mechanisms for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f applicable. If they are not applicable, the State

invoking a peremptory norm is left without legal means of redress ... .”

136)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각주 118), 905쪽; 신국제법강의, 350쪽 등 참조.

137) 이에 관하여 황명준, 위 논문(각주 132), 41쪽에서는 “법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국제적 강행규범 등장은 향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고 있고, 그 일례로 ‘만연한 강간(widespread rape)’의 금지에 대하여 강행규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Dean Adams의 각주 116)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바, 해당

논문 중 39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Given the prevalence of widespread rape in contemporary society, coupled with

the failure of existing protections in guarding a woman's fundamental right to

remain free from ra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dopt a firm position

in opposition of widespread rape while also acquiring the ability to enforce this

position. Prohibiting widespread rape as jus cogens, with its attendant benefits,
represents the most appropriate alternative in reducing - and ultimately

eradicating - widespread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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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로서의 ‘무효’ 

     앞서 설명한 국제적 강행규범의 개념이나 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 등을 종합하면, 국제적 강행규범은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 

등의 형태로 존재138)하는 국제법 규범들 중 위와 같이‘국제사회의 근본

적인 공통가치’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범으로 볼 수 있고, 이

러한 내용을 가진 강행규범은 일반 조약이나 일반 관습국제법보다 우위

에 있으므로, 결국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국제법은 무효이다.139) 

    즉 국제적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조약이나 관습국

제법이든 그 내재적 한계로‘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

는 조건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을 포함한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

는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약으로부터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관련 국가는 그러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140) 강행규

138) 이와 관련, “예를 들어 집단학살금지조약(Genocide Convention)와 같은 다자간 조

약의 경우 이를 통해 해당 조약상의 내용이 국제적 강행규범으로 확실하게 공인받

을 수 있도록(definite recognition)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약국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인 조약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강행규범이 조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제적 강행규범의 존

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기능하는 정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Alexander

Orakhalashvili, Peremptory Norm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12쪽.

139) 같은 취지로는,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32쪽; Alfred Von

Verdross, Forbidden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Comments on Professor
Garner's Report on the law of treatie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1. No. 4,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37), 574쪽 내지

577쪽; Eric Suy, 위 논문(각주 121), 1,232쪽;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각주

118), 929쪽, 930쪽; 이성덕, 위 논문(각주 122), 384쪽 등.

140) Antonio Cassese, 위 책(각주 116), 205쪽; 이성덕, 위 논문(각주 122), 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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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 반하는 조약의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다.141)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강행규범의 규범으로서의 우월적 속성 및 국

제적 강행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위반은 승

인(recognition), 묵인(acquiescence)과 시효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수 없다

(indelibility)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42) 

    여기서 상정할 수 있는 논점은, 만일 어떤 조약이 국제적 강행규범

에 위반하는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중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부분에 관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에는 의문

이 있을 수 없지만, 과연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

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4조 제5항은 명시적 해

답을 제시한다. 즉 위 조항에서는“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조약의 

경우 조약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 53, no sepa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is permitted).”고 

규정하고 있는바,143) 이에 따르면 조약 중 일부라도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조약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144) 

    위 비엔나 협약 제44조 제5항은 국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

요적 규제로 이해되고 있고,145) 이와 관련하여 ILC는 비록 조약내용 중 

141) Antonio Cassese, 위 책(각주 116), 207쪽;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각주

118), 927쪽, 928쪽; 이성덕, 위 논문(각주 122), 385쪽.

142) Ian Brownlie, 위 책(각주 116), 515쪽, 516쪽; 이성덕, 위 논문(각주 122), 387쪽.

143) 제44조 제5항(에센스 국제조약집, 50쪽, 51쪽)

“ ...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44) 신국제법강의, 351쪽; Kerstin Odendahl, Article 44. Separability of treaty
provision,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Springer (2012), 762쪽; Eric Suy, 위 논문(각주 121), 1,231쪽.

145) Kerstin Odendahl, 위 논문(각주 144), 7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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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중대성에 비추어 조

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146) 

    이와 관련 당시 비엔나 협약 완성 과정에서 조약 내용의 일부만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할 경우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조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지금까지도 일부 반대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147) 결국 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위와 같은‘조약규정 분리 불허’라는 급진

적인 방식(radical solution)을 의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조약 체약국들로 

하여금 국제적 강행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함

과 아울러 강행규범의 내용에 맞추어 조약의 내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148)   

    다만, 위와 같은 조약내용 분리 불가로 인한 조약의 전체 무효는 해

당 조약 체결 당시 그 문제되는 조약내용과 충돌하는 국제적 강행규범이 

146) Kerstin Odendahl, 위 논문(각주 144), 762쪽; Mark E. Villiger, Article 44:
Separability of treaty provisions, in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rtinus Nijhoff (2009), para. 20.

147) Antonio Cassese, 위 책(각주 116), 206쪽 등 참조. 이와 관련 "이러한 엄격한 해결

방식이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오로지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Such a rigorous solution

does not necessarily favour the victim and can only be explained by the idea of

a sanction that is applied in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는 설명으로는, Mohammad Bedjaoui & Tamara Leidgens, Article 44
Convention of 1969, in "The Vienna Conventions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ara. 35. 참조.

즉 조약의 일부가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 그 조약이 부여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모조리 잃게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

다는 것이 중심 논리이다{[I]t would be unjust ... that the whole treaty was void

and so to lose whatever advantages that treaty might have conferred on it,

simply because of one single defective clause(Mohammad Bedjaoui & Tamara

Leidgens, 위 논문, para. 35)}.

148) Eric Suy, 위 논문(각주 121), 1,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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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現存)함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만일 조약 체결 당시에는 그와 충

돌하는 국제적 강행규범이 없었다가 나중에 비로소 충돌하는 국제적 강

행규범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약은 새롭게 형성된 국제적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한도에서만 무효로 된다.149)       

  

  다.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시적(時的) 범위 문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체결 당시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약 제64조는“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그 규

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150)”라고도 규정한다. 

    위와 같은 조약법 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강행규범의 시간적 범

위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① 조약 체결 당시 그와 충돌하는 국제적 강행규범이 이미 존

재하는 경우, ② 조약 체결 후 조약 내용과 충돌하는 강행규범이 새로 

형성된 경우’이다.

    먼저 ①의 경우, 해당 조약이 무효가 됨은 위 비엔나협약 제53조에 

의할 때 명백하다. 그리고 이 때의‘무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조약이 전부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 그 조약 전

체가 무효이고, 나아가 해당 조약이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할 경우에도 전부 무효”를 의미한다.  

149) Kerstin Odendahl, 위 논문(각주 144), 762쪽, 763쪽. 한편 이 때 ‘새롭게 형성된 국

제적 강행규범’의 의미나 무효의 의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다. 국제

적 강행규범의 시적범위 문제’에서 상술한다.

150) 에센스 국제조약집, 55쪽. "I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emerges, any existing treaty which is in conflict with that norm becomes

void and term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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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②의 경우에는,‘해당 조약이 언제부터 무효인가’에 관하

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해당 조약과 충돌되는 강행규범이 형

성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무효인지(이하‘장래적 무효설’로 부른다), 아

니면 해당 조약의 체결 시까지 소급하여 무효인지(이하‘소급적 무효

설’로 부른다)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위 제64조의 영어 원문(原文)에 등장하는‘becomes void and 

terminates'를 고려할 때나 당시 체결과정 등을 종합할 때 비엔나협약의 

이에 관한 태도는 장래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해

석인 것은 사실이다.151) 

    그러나 아래와 같이 소급적 무효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

의 입장이다.

    먼저“becomes void”의 경우 이 표현만 놓고 볼 때에는“소급적으

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해석도 못할 바 아니고,152) 나아가 법적 

용어인‘무효’의 개념은 소급효를 동반함이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면, ②와 같은 경우 해당 조약은 그 체결 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는 결론도 충분히 가능하다.153)

151) 신국제법강의, 351쪽; Kirsten Schmalenbach, Article 64. Emergence o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Springer (2012), 1,121쪽, 1,124쪽, 1,125쪽;

Anne Lagerwall, Article 64 Convention of 1969, in "The Vienna Conventions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476쪽,

1,477쪽; Mark E. Villiger, Emergence of a new peremptory norm, in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rtinus

Nijhoff (2009), 794쪽, para. 5.

152) Anne Lagerwall, 위 논문(각주 151), 1,476쪽. 위 논문 1,476쪽의 해당 원문을 옮기

면 다음과 같다. "By providing that the treaty 'becomes void', the ILC adopted

ambiguous, and even contradictory language."

153) 이와 관련, Anne Lagerwall, 위 논문(각주 151), 1,476쪽, 1,478쪽 참조. 특히 해당

논문 1,478쪽에서는 "As it was impossible to treat the norm exclusively as one

or the other, insofar as each of the hypothesis failed adequately to conve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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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적 강행규범이라는 것이‘국제사회의 공통

적 근본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으로서, 그 고유의 

성질상‘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개념이 아니라‘근대적 

문명시대에 이르러서부터 관습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이나, 공식

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 중에 있는’개념이라는 생각을 한다. 

    즉 현재 우리가‘국제적 강행규범’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규범들의 

내용 자체는 인류가 근대적인 국제 문명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를 즈

음하여 이미 관습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나, 다만 이를 국제사회

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함이 타당

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비엔나 협약 제64조의‘새로 

형성된 강행규범(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은‘새로 발명˙ ˙ 된 규범’이 아닌‘새로 발견˙ ˙ 된 규범’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그 이유만으로 말살하

는 행위(Genocide)의 경우 그러한 행동이 인류의 근본가치에 반하여 금

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룬 과거 일정 시점부터 국가

공동체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관습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범이나, 

다만 그 규범이 20세기에 들어와 제노사이드 금지(禁止)라는 형태로 공

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적 강행규범의 성질상 어떠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비로소 그와 충돌되는 국제적 강행규범이 발견되고 공인된 경우라

도, 당연히 해당 조약은 그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한도에서 체결 당시부

터 소급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적 강행규범의 변화 ․ 발전은 그 특성에 비추어 

effects of jus cogens superveniens, the Commission decided to address the
issue in a distinct Article and assign to it hybrid effects falling between those

of the invalidity and termination of the treaty."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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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이미 존재하는 규범’의 발견이지 사후에 새로운 법을 발명하

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154)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 여부를 다루는 법원 

- 국제재판소이든 국내재판소이든 - 은 해당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승인

되어 있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토대로 과거에 발생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

반 행위를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위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

져본다.

    예를 들어‘국제적 강행규범의 대표적 예인 제노사이드 금지가 20세

기에 들어와 비로소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제노사이드

는 모두 허용되고, 당시 이를 허용한 조약이나 국가간 합의는 제노사이

드 금지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봄으로써 장래적 무효설의 문제점을 직관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쉽

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공동체는 나치가 

자행한 그러한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Long before Hitler came to pow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been unanimous in considering acts such as those perpetrated by the 

Nazis to be criminal).155)는 설명과 같이, 국제적 강행규범은 그 해당 

규범의 승인, 공인 전에도 이미 일정 시점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규범

154) 이동진,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 54

권 3호(통권 16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489쪽, 490쪽에 등장하는 “판례

의 변화․발전은 논리적으로 그 자체 ‘있는 법’의 발견이지 사후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재판은 늘 재판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므

로, 판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견된 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155) David F. Klein, 위 논문(각주 116),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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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시적 범위를 되도록 넓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156)     

  

제3절 원고 등이 입은 피해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인지 여부와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의 검토 

  1.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인지 여부

     가. 국제적 강행규범과 관련한 이 사건 원고 등의 주장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은 파기 전 제1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함께 국제법 위반에 따른 청구

권을 함께 주장하였다. 즉 피고가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등을 통해 반인

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 위

반에 해당하며,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조약에도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 등의 주장은 비록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국제

적 강행규범 위반을 주장하였다고 구성할 수 있다. 앞서 간단히 소개하

156) 같은 취지로는,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33쪽, 1,234쪽; David

F. Klein, 위 논문(각주 116), 340쪽. 참고로 Darcie L. Christopher의 위 해당 부분

(1,233쪽, 1,234쪽)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Historically, courts first recognized piracy as an actionable violation of jus
cogens, but more recently courts have begun to recognize a broader array of
violations as meeting the requisites of jus cogens. For example, one court
recognized that a violation of jus cogens occurs when the state condones the
act in question, there is a recognizable universal consensus of prohibition

against it, there are sufficient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a given action

amounts to the prohibited act, and the prohibition is non-derogable and binding

at all times on all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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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예로 국제재판소에서나 학설상 가장 많

이 인용되는 것들 중의 하나인 반인도범죄나 노예제 금지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나. 반인도범죄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 해당성 

       반인도범죄는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소나 그 후 유고 전범들에 대

한 사법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재판소인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그리고 상설 국제형사재

판소인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국제형사재판소들의 발전을 

통해 현재 어느 정도 확립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인도범죄157)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widespread), 체

계적인(systematic)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추방, 강제이동, 고문 등 다

양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

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가리킨다.158) 반인도범죄는 무력분쟁에서 주로 문제되기는 하지만 무력

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범해질 수 있는 국제범죄이고,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단체의 구성원들도 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159)

    반인도범죄의 경우 전통적인 전쟁범죄가 전시 교전국간의 전쟁법 위

반 행위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한 것으로 이

해되고 있고,160) 1899년 헤이그협약(Ⅱ) 및 1907년 헤이그협약(Ⅳ)의 전문

157)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도 불리운다.

158) Gay J. MacDougall, Final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on its fiftieth session, Item 6 of the provisional agenda,

United Nations document E/CN.4/Sub.2/1998/13 (1998), para. 38; 신국제법강의,

956쪽.

159) Gay J. MacDougall, 위 보고서(각주 158), par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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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삽입된 마른텐스 조항(Martens clause)에서 주민과 교전 대상자들이 

‘인도의 법’및‘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비롯되는 국제법 원칙의 보

호 하에 놓인다고 선언161)한 것 등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국제사회에

서 해당 범죄 개념이 공인(公認)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미 오래 전부터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존재하던 반인도범죄 개념은 위와 같은 헤

이그협약의 선언 등을 계기로 발견되고 공인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다. 노예제 금지의 국제적 강행규범 해당성

       (1) 노예제 금지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노력

          노예제는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때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

라갈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17세기, 18세기까지도 유

럽 상인들에 의하여 노예무역(transatlantic slave trade)의 형태로 성행하

였으나, 19세기 초부터 각지에서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국내법이 발달하

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법상 노예제가 

폐지되었다.162)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1792년 점차적으로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

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1796년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

160) 신희석,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

원 (2011), 168쪽 참조.

161)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68쪽.

162) Mike Kaye, 1807-2007: Over 200 years of campaigning against slavery,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2005), 13쪽 내지 18쪽;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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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었으며, 결국 1833년 영국 및 영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완

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163) 나아가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1848

년, 미국은 1865년, 쿠바는 1886년, 브라질은 1888년에 노예제를 폐지하

는 법안이 각 통과되었고, 포르투갈은 1869년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

지하였으며, 스페인도 1836년 식민지의 노예수입을 금지하였다.164)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노예제를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815년 개최된 비엔나회의에서는노예무역의 일반적 폐지

에 관한 선언(the 1815 Declaration Relative to the Universal Abolition of 

the Slave Trad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로서 노예제가 인간성 및 보편적 도덕에 반한다고 선언하였

고,165) 이를 포함하여 19세기부터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의 주요열강들

이 파리 평화조약, 런던조약 등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노예금지를 국

제적인 보편적 규범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166)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국제연맹 또한 식민·위임통치 제도 아래에

서의 노예제의 문제를 중요시하여 노예제와 노예제 유사의 관행을 폐지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167) 결국 이러한 노력은 

163) Mike Kaye, 위 논문(각주 162), 13쪽 내지 18쪽;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61쪽.

164) Mike Kaye, 위 논문(각주 162), 19쪽;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60쪽, 262쪽.

165)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Abolishing slavery and its
contemporary forms, HR/PUB/02/4 (2002), para. 5;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62쪽.

166)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74쪽. 이와 관련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위 논문(각주 165), para. 5에 따르면, 1815년부터 1957년 사이에 노예

제 금지와 관련하여 약 300개의 국제조약이 체결되고 실행되었다고 한다.

167)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위 논문(각주 165), paras 11,

12; Mike Kaye, 위 논문(각주 162), 26쪽;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62쪽. 이 중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의 위 해당부분에 따르면, 국제

연맹은 1924년 노예제 관련 임시위원회(the Temporary Slavery Commission)를 만

들어 모든 형태의 노예제에 대하여 그 항목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는

"System of Compulsory labour, public or private, paid or unpaid"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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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The Slavery Convention(이하‘노예금지협약'이라 한다)으로 결실

을 맺었던바, 위 노예금지협약은 제1조에서 노예제를“[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라고 정의하면서,168) 제2조에서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완전히 철폐할 것(complete abolition of slavery 

in all its forms)’을 규정하였다.169)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1차 세계대전 

후 창설된 국제노동기구(ILO)가 1930년 강제노동협약(the Forced Labour 

Convention)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170)

    이러한 흐름은 1956년 UN의노예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The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of 1956, 이하‘보충협약’이라 한다)채택으로 보다 

강화되고 발전되었다. 이 협약은 1926년 노예금지협약상의 노예에 관한 

정의를 유지하고 보다 확대시키면서, 제1조에서 1926년 노예금지협약 제

1조에 규정된 노예제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예제 및 

이와 유사한 관행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1) 

    이 뿐만이 아니다. 위와 같이 1926년 노예금지협약 및 1956년 보충

협약 등에 규정된 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 금지의 원칙들은 세계인권

168) 노예금지협약 Art. 1(1).

169) 노예금지협약 Art. 2(b); Mike Kaye, 위 논문(각주 162), 26쪽; 신희석, 위 논문(각

주 160), 174쪽.

170) Mike Kaye, 위 논문(각주 162), 26쪽;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74쪽.

171) 보충협약 Art. 1. "[T]o bring about progressively and as soon as possible the

complete abolition or abandonment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and practices,

where they still exist and whether or not they are covered by the definition of

slavery contained in article 1 of the Slavery Convention ... .";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위 논문(각주 165), paras 16, 17; 오승진, 위 논문

(각주 132),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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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의 국

제인권법규들에도 반영되어 있는바,172)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노예무역은 금지된다(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고 규정한다.173) 

       (2) 노예제 금지의 국제적 강행규범 해당성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위와 같은 노예제로 통칭되는 

‘노예 및 노예제 유사관행(Slavery-like practices)’의 금지가 국제적 강

행규범에 해당한다는 데 현재 국제법 학계에서 이견(異見)은 없는 것으

로 파악되고, 이는 국제적 강행규범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되고 공인

된 규범 중의 하나에 속한다.174) 

    이러한 노예제 금지의 국제적 강행규범 해당성은 여러 국제재판소에

서도 확인하고 있는 내용으로, ICJ는 노예제의 금지가 국제인권법상 국

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대세적 의무(erga omnes)라고 판시하였고,175) 앞서 

172)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위 논문(각주 165), paras 23,

24;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72쪽.

173) 에센스 국제조약집, 119쪽.

174) Gay J. MacDougall, 위 보고서(각주 158), paras 28, 46, 47;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62쪽.

175)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Belgium v. Spain),

ICJ Judgment (1970), par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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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rial Chamber에서는 

Slavery를 국제적 강행규범의 예로 명시하였다.176) 나아가 뉘른베르크 재

판소의 국제군사재판소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제6조 ⒞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반인도범죄 중의 하나로 

‘노예화(enslavement)'를 규정하고 있으며, ICTY 규정 제5조 ⒞나 르완

다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규정 

제3조 또한 노예화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예제 금지는 앞서 살펴 본 노예제 금지의 역사나 노예제 

금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미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취득할 정도의 관행과 법적확신이 형성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177) 

     라. 원고 등이 입은 피해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 해당성

176) 이 글 각주 130) 참조.

177) Gregory G. A. Tzeutschler, Corporate Violator : The Alien Tort Li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for Human Fights Abuses Abroad,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359 (1999), 393쪽; 오승진, 위 논문(각주 132), 275쪽; Gay J.

MacDougall, 위 보고서(각주 158), para. 46;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74쪽 참

조. 특히 UN 특별 조사위원(Special Rapporteur)인 MacDougall 위원의 위 보고서

paragraph 46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강조를 위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첨가하였다).

“In addition to charging slavery as a crime against humanity or as a war

crime, charges of slavery may also be brought on an independent basis against

both State actors and private individuals during wartime or peacetime. Indeed,

prohibitions against slavery and slave-like practices were among the first

prohibitions to achieve the status of peremptory norm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jus cogens. The evolution of this fundamental human
rights norm began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by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t had already become evident that international prohibitions

concerning slavery and the slave trade had attain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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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과연 원고 등이 입은 

피해가 위와 같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는가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① 원고 등은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로 

구 미쓰비시가 있는 히로시마로 끌려가 구 미쓰비시의 기계제작소와 조

선소 등에 노무자로 배치되었고, 이러한 이송 및 배치 등의 과정은 일본 

군인 및 경찰, 구 미쓰비시 담당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으며, 원고 등

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배관일 등에 종사한 점, ② 원고 등은 하루 작업을 마치면 구 미쓰비시

가 마련한 숙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

저히 부실하였고, 숙소도 다다미 12개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의 피

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하였던 점, ③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

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자

유가 거의 없었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

검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등이 입

은 피해는 모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터 잡은 강제징용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강제징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

적·박해(迫害)적, 노예적 성질,178) 일본 정부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

178) 같은 취지로는 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37쪽, 238쪽 참조. 한편 앞서 정리한 바

와 같이 노예제 금지는 전형적 형태의 노예, 즉 상품노예(chattel slavery)뿐만 아니

라 노예제 유사의 관행의 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강제노동을 노예제 또는 노

예무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인 것으로 파악된다{David Weissbrodt,

위 논문(각주 165), 4쪽, 5쪽; Gregory G. A. Tzeutschler, 위 논문(각주 177), 393쪽

등 참조}. 이와 관련 노예금지협약 제5조에서는 모든 체약국은 노예제와 유사한 정

도의 강제노동(compulsory or forced labour)을 금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고 규정한다(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at recourse to

compulsory or forced labour may have grave consequences and undertake, each

in respect of the territories placed under its sovereignty, jurisdiction, protection,

suzerainty or tutelage,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ompulsor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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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공동체를 이룬 피고가 공동으로179) 원고 등에 대하여 실제 자행한 침

해의 정도나 그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모두 반인도범죄 또는 노예제 금

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serious breach)180)을 구성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81)    

  2. 시제법(時際法)182)적 관점에서의 검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생긴다. 즉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인도범죄 또는 노예제 금지라는 개념 자체나 그러한 행

위들이 국제적 강행규범 개념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 등이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그 

시점에는 아직 확인된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원고 등이 입은 피해

를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피해로 이론 구성하는 것은 시제법(時
際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라는 의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강행규범 위반의 시적 범위’부분에서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국제적 강행규범의 개념을‘원래부터 관습국제법 형태

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나, 공식적으로 발견되어 승인·공인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규범’이라고 보게 되면, 위 의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forced labour from developing into conditions analogous to slavery).

179) 같은 취지로는,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82쪽, 183쪽.

180) 신국제법강의, 420쪽 중 “위반의 중대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려

는 고의, 개개 위반행위의 범위 및 횟수,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 참조.

181) 한편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관계가 식민지배와 피지배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전쟁범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182) 시제법(inter-temporal law)이란 “법률적 사실은 그 사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시점의 법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성립

하고 있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장희, 위 논문(각주

12),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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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한다.  

    즉, 이 사건 원고 등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강제징용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인도범죄나 노예제 금지 위반 형태의 국제범죄로서 국제

적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규범 자체는 원고 등이 피해를 당

한 그 시점에도 이미 존재하였다고 이론 구성할 수 있다.183)

    특히 원고 등이 입은 피해 내용과 핵심적으로 관련되는‘노예제 금

지’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필자의 논리를 채용할 필요도 없이, 즉 시

적 범위에 관하여 소급적 무효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에 관한 관행과 법적확신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인 194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 등이 입은 피해는 그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라고 충분히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184)185)  

183) 이와 관련 Antonio Cassese 교수는 반인도범죄에 관해서는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를 기준으로 볼 때 관습국제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나{“[A]t

least, it did not appear to comprise a general principle of law universally

accepted by all States.”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72쪽 참조}, 그 또한 위 책의 같은 쪽에서 뉘른베

르크 재판이나 그 직후 유엔총회의 1946년 결의 등은 적어도 반인도범죄가 관습국

제법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These resolutions show that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humanity was in the process of becoming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는 취지로도 적고 있다.

184) 같은 취지로는,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71쪽. 설령 원고 등이 피해를 입을 당

시 반인도범죄 금지나 노예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적 강행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5조 제

2항에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범죄였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 강행규범

의 소급적용의 법리 또한 충분히 상정 가능하다{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66쪽;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70쪽 참조}. 이와 관련 “특히 최고도의 중요성을 갖는

정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운동 또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안정에 대한 요구보다

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규칙이나 행위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는 설명으로는, 이근관, 위 논문(각주 13),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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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고 등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

라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개요

     앞서‘제1절 들어가면서’부분에서 정리하였지만, 위와 같이 이 사

건 원고 등이 입은 피해를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로 이론 구

성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를 이유로 직접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

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

서는 검토하여야 할 문제들이 남는다.

    구체적으로는, (1)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이 원고 등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소멸 대상으로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

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 (2) 원고 등이 사인(私人)이고 피

고도 사인이라는 점에서, 사인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국제법 법리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원고 등이 국

185) 이와 관련 Frits Kalshoven, State Responsibility for Warlike Acts of the Armed
Forc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0,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1), 827쪽의 원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In consequence, a State may have to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comportment of its armed forces whenever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a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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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2. 청구권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여전히 국제적 강행규

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관점에서 본 청구권협정의 무효(無效)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원고 

등이 입은 피해의 성질을 규명하였다. 즉‘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아래 

이루어진 강제징용에 따라 원고 등이 입은 피해’는 국제적 강행규범 위

반에 따른 손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관한 앞서 

논리를 다시 한 번 요약한다면, 조약해석의 원칙이나 체결 당시까지의 

역사적 교섭기록, 8개 요강 ⑤항이 협정 대상에 해당하고, 그 내용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권

협정은 위와 같은 불법적 식민지배 아래 이루어진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권도 협정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개인적 청구

권은 모두 청구권협정상 소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 지금까지 살펴 본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를 

접목시키면, 청구권협정의 효력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다. 

    즉, 비록 원고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

에 포함되고, 한일 양국이 그 개인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 - 적어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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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금지 - 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것이 된

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 강행규범 이론에 의할 때 소멸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청구권을 소멸시키도록 합의한 것으로서, 결국 이는“국제적 강

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

한다.186)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앞서 본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에서 본 바와 

같이‘해당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권협정이 그 내용상‘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합의’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양국, 양국 국민들간의 여러 청구권이나 재산, 

권리 등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합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조약 

내용 중 국제적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그 조

약 전체가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청구권협정 전체가 조약 체결 당시부

터 무효가 된다. 

    결론적으로, 청구권협정은 그 적용 대상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과 같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고, 한일 양국이 이를 소멸시키도록 합의하였

기 때문에 그 전체가 무효인 것이다.187) 

186) 같은 취지로는, 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60쪽; Dean Adams, 위 논문(각주 116),

361쪽. 이와 관련 “제노사이드 금지는 국제적 강행규범이고 국가들은 이를 포기하

도록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노사이드 행위에 대하여 사면권을 주도

록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조약은 무효이다{Since the prohibition of genocide

is a peremptory rule of international law(jus cogens), the States cannot agree to
waive it. It is therefore probable that a peace treaty establishing an amnesty for

acts of genocide cannot be deemed to be valid in law}.”는 설명으로는, Eric Suy,

위 논문(각주 121), 1,232쪽 참조(강조를 위해 밑줄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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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앞서 강행규범 위반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적 무효설을 취하든 소급적 무효설을 취하든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최소한 노예제 금

지라는 국제적 강행규범은 이미 존재하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 금반언(estoppel) 원칙과의 관계

       위와 같이 청구권협정이 무효로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권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다는 결론에 대하여 상정할 수 있는 반론(反論)으로는‘금반언 원칙’

이 문제될 수 있다.

    금반언 원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하나로 취급되는‘법의 일반

원칙188)’에 속하는 개념으로,189)“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법률관계에서 앞선 행위로 상대방

에게 일정한 신뢰를 주었음에도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개념

의 핵심이다.

    일본으로서는 주장해 볼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청구

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187) 청구권협정의 ‘청구권’에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은 의문의 여지

가 없다. 특히 협정 체결 당시 우리나라 헌법이나 일본 헌법 모두 조약이나 국제적

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

므로, 당시 ‘청구권’의 근거법률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고 해석된다.

188)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법의 법원인가에 관해서는 학설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나, 일반적 통설은 이를 긍정하며, 그 내용은 ‘각국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으로

본다.”는 취지의 설명으로는, 신국제법강의, 59쪽 내지 61쪽.

189) 신국제법강의,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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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일견(一見) 선행행위인 청구권협정과 모순된

다고 주장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정리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최상위규범성, 즉 어떤 

조약이나 관습국제법보다도 우월한 효력이 부여되는 국제적 강행규범의 

특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금반언 원칙이 법

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190) 그 국제법적 규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제적 강행규범과 비교할 때 열위적(劣位的)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3. 사인(私人)인 원고 등이 사인(私人)인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

에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인(私人)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국제법상 권리를 누리는 한편 국제

법상의 의무도 부담함을 의미한다. 즉 권리만 누리거나 의무만 부담하는 

지위는‘주체’로서의 지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사인에게 국제법적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과 법인 모두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함과 

아울러 국제법상의 의무도 부담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국

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직접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러 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

190) “법의 일반원칙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습국제법과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그

역할도 제한적이다. 활용되는 경우에는 법의 일반원칙에만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지

기보다는 이미 다른 근거를 통해 확인된 결론을 보완하는 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설명으로는, 신국제법강의, 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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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전후하여 이에 관한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91) 즉 전통 

국제법질서 속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국제법상 지위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었고, 오로지 주권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받았으나,192)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인

권법의 비약적 발전이나 각 국제재판소의 법리발전 등에 따라 사인의 권

리는 국내법상의 권리에 머물지 않고 국제법상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193)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질서는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의 권

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었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국제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

인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을 비롯하여,194) 

191)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35쪽, 1,236쪽; Gregory G. A.

Tzeutschler, 위 논문(각주 177), 360쪽, 387쪽, 388쪽; David F. Klein, 위 논문(각주

116), 332쪽; 신국제법 강의, 812쪽; 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61쪽;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63쪽 내지 165쪽, 176쪽 내지 178쪽 등 참조.

192) 신국제법 강의, 812쪽.

193)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35쪽, 1,240쪽; 신국제법강의, 812쪽

참조. 이와 관련 ICJ 재판관을 지낸 Antonio Augusto CanÇado Trindade는

Columbia 대학의 Friedmann Memorial Award Address를 통해 “현 국제법의 주된

변화의 핵심은 국제인권 개념의 도입과 발전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인권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그 본질적 권리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국제

법 주체성과 절차 참여 확장은 현 국제법의 변화와 흐름에 부합한다.”고 역설하였

다. Friedmann Award Address, The Human Person and International Justice,
47 Colum. J. Transnat'l L. 16 (2008), 19쪽, 20쪽 참조. 해당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major juridical revolution of contemporary legal thinking lies, in my view,

in the advent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s it

is this latter that sustains that individuals, independently of circumstances of

most profound adversity in which they may find themselves, can engage (as

activ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violations of the rights which are inherent to them as human being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and procedural capacity of the human

being corresponds to a true necessity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order(강조를 위해 밑줄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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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은 개인, 법인 모두를 포함한 사인에게도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95) 

    이와 관련 주목할 내용이, UN이 2005년 12월 16일 만든“피해자 구

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이다.196) 

    가이드라인은 전문(Preamble)과 본문197)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

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

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임을 분

명히 함과 아울러,198) 가이드라인이 국가나 사인에게 새로운 국제적, 국

내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

194)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35쪽; 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61

쪽 등 참조.

195) 이와 관련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64쪽 내지 166쪽 참조.

196)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UN Documents A/RES/60/147 (Dec. 16,

2005).

197)『Ⅰ. Obligation to respect, ensure respect fo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Ⅱ. Scope of the obligation, Ⅲ.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constitut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Ⅳ. Statutes of limitations, Ⅴ.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Ⅵ.

Treatment of victims, Ⅶ. Victims' right to remedies, Ⅷ. Access to justice, Ⅸ.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Ⅹ.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Ⅺ. Non-discrimination, Ⅻ.

Non-derogation, ⅩⅢ. Rights of others』의 총 13개의 chapter로 나뉘어져 있다.

198) "Affirm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contained herein are directed

at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by their very grave nature, constitut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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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99) 

    위와 같은 전문의 내용에 터 잡아 이 가이드라인 본문에서는 “... 

In cases where a person, a legal person, or other entity is found liable 

for reparation to a victim, such party should provide reparation to the 

victim or compensate the State if the State has already provided 

reparation to the victim.”이라고 기재하여200) 사인의 사인에 대한 국제

법적 배상책임을 명시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내용을 종합할 때, 현재 국제법의 흐름상 일정

한 국제법위반의 경우 그러한 결과는 개인 또는 기업, 공적 또는 사적, 

그리고 영리 및 비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예상가능한 모든 행위자들을 

구속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201)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이 글에서 

199) "Emphasiz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contained herein do not

entail new international or domestic legal obligations but identify mechanisms,

modalities,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re complementary though different as to their norms ... ."

200) 가이드라인 본문, para. 15.

201) Gregory G. A. Tzeutschler, 위 논문(각주 177), 174쪽, 393쪽; 최철영, 위 논문(각

주 118), 261쪽. 참고로 Tzeutschler의 위 논문 해당 부분(174쪽)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강조를 위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첨가하였다).

“Certain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re binding on every conceivable actor,

whether individual or corporate, public or private, or acting for profit or not for

profit. These norms of universal jurisdiction allow for no derogation. Any actor

who breaches them violates international law, and every body empowered to

enforce general international law, such as a U.S. federal court, may enforce

them. Until the twentieth century, the primary prohibitions in this category were

piracy, slave-trading, and by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lavery in any form.

In the twentieth century, prohibitions on genocide and war crimes, as defined

by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he Geneva Conventions, respectively, have

joined the ranks of these universal norms. Therefore, under section 1350, an

individual may bring a claim for genocide, or any of these other universal

norms, against the responsible actor,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case of genocide, the plaintiff must also show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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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 될 것이다.202) 국제

적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

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인 만큼 다른 어떤 국제법 규범보다도 인권(人權), 

인격(人格)과 관련성이 깊어 그만큼 사인(私人)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필

요성이 크기 때문이다.203)

     나. 사인(私人)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국내법원에 사인

(私人)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4)

       (1) 개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먼저 

corporation had the requisite intent to destroy the group, in whole or in part.

Private actors using forced labor may also be in violation of universal norms,

namely prohibitions on slavery and slave-trading.”

202) 위 각주 201)에서 소개한 Tzeutchler의 위 논문 해당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 밑줄 그은 바와 같이 Tzeutchler는 노예제, 해적, 노예무역, 제노사이드, 전쟁범

죄를 예로 들고 있고, 특히 강제노동을 노예제 금지 또는 노예무역 금지의 위반으

로 취급하고 있다.

203) 이와 관련, “개인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들은 그 규범들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류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집행

적인 성질을 갖는다(principles asser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are

self-executing precisely because they vest personal rights, and because they

express normative principles embraced generally by the world community).”는

설명으로는, David F. Klein, 위 논문(각주 116), 354쪽.

204)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글에서는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는 ‘주권면제의 법리’가 문제되는 분야로서 이 글에서 다

루기에는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사실관계가 사인간의 소

송관계라는 점에서 논점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사인이 사인의 국제법위반을 이유로 국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역시 이 글의 논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ICJ를 비

롯한 대부분의 국제법원의 경우 여전히 ‘국가 vs 국가' 소송형태만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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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이유로 다른 어떤 국내법의 매개 없이

도 그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내법원에 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한가의 문제, 그리고‘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국내법

원에 해당 국내법 - 예를 들어 민법 - 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가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항을 나누어 각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원인으로 한 직접청구 가능 여부

          이 사건에 접목한다면“피고의 행위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

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직접 피고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앞서 2009다22549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소개하였듯

이, 이 사건 원고 등은 파기 전 제1심에서 민법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

로 함과 아울러 국제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즉 

선택적 병합 형태로 청구를 한 것이고, 이 국제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청구는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법의 매개 없이 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와 같이 바로 국제법 - 국제적 강행규범 -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사인이 사인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직접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받아들

여지게 되면 국내법을 매개로 했을 때와 비교할 때 소멸시효 등 각종 제

약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205)

    이에 관하여, 이 사건의 일본 제1심 판결206)은“국제법 위반으로 피

205)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배상청구에는 시효가 적

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206)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1999. 3. 25. 선고 1995(ワ)2158, 1996(ワ)1162, 1998(ワ)649 판



- 105 -

해를 입은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국제법 위반행위를 한 국가나 기업을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구체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그 

예외는 조약 등의 법규범 자체에 있어서 당해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각 개인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방으로 하여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를 위한 절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인

데, 이 사안에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위 재판부는“개인이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국가나 기업을 상대방으로 하

여 피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이 주장하는 상대방 국

가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상 위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행사 방법이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시인되어 있을 필요도 있는

데, 그러한 권리행사 방법이 시인되어 국가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상책

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사실이 반복되어 그것이 공통인 법적 인식으로 높

여지고 있다고는 아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7)   

    과연 일본 재판소의 위와 같은 입장이 타당한가? 

    먼저 일본 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최대한 부정하기 위

한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

다. 그렇기에 앞서 소개한 사인의 국제법적 주체성 문제에 관한 변화의 

결(広島地裁 平成11年 3月25日 判決, 平成7年(ワ)第2158号, 平成8年(ワ)第1162号, 平

成10年(ワ)第649号).

207) 법무부, 법무자료 제238집, 136쪽 내지 138쪽. 한편 이러한 일본 제1심 재판부의 입

장은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본 재판부들의 입장과도 같고{최철영 위 논문(각주

118), 254쪽, 255쪽}, 2009다22549 판결의 파기 전 제1심(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의 판시내용과도 사실상 동일하다. 학설상으로도, 국제법상 피해

자 개인이 직접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국가 아닌 법인 기타 사

인(私人)이 국제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조

약 등 국제법 자체에서 해당 규범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에게

그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는 물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

과도 규정하고 있어야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견해로 파악된다{이동진, 위 논문(각주 154), 476쪽, 4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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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애써 외면한 채, 매우 보수적인 해석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일본 재판소의 태도는 앞서 소개한 

현재의 국제법의 흐름에 비추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사회는 사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

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의미는“사인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바로 그 가해자인 국가나 사인을 상대로 국제재판소를 통해서든 국내법

원을 통해서든 다른 국내법의 매개 없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인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은 

개념필연적으로‘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됨과 

아울러 청구의 객체가 되기도 하는 운명’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 관습국제법,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208)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

건에서의 국제법 위반인‘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규범

의 보편관할성(universal jurisdiction)에 기인한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성질209)로 인하여 그와 같은 해석 필요성이 더 크게 존재한다.

    이와 관련 이미 소개한‘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 자체에서‘사인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사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

로 위 가이드라인은 사인의 사인에 대한 국제법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8)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9) David F. Klein, 위 논문(각주 116), 334쪽, 337쪽, 348쪽, 353쪽 내지 355쪽, 365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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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위 가이드라인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으로까

지 볼 수는 없고, 실무적 기준 내지 학문적 기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나, 만든 주체가 UN이라는 점이나 그 내용의 시대적 부

합성 등에 비추어 앞으로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인간의 국제법 위

반을 이유로 한 배상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의해 많은 

실무례가 축적된다면 결국 사인의 국제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

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담은 다

자조약 형태의 규범이 정식으로 창설될 가능성 또한 크다.   

    더욱이 위 가이드라인의 장점은 매우 상세하게 배상의 방법을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이드라인에서는‘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 be provided with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orms: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이라고 규정하여 배상방

법을 원상복구,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약속의 다섯 가지로 세분

화하고, 그 형태는‘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210) 

    위 배상방식은 국가책임법 초안 제34조211)에서 가능한 배상의 형태

로 규정한 원상회복(restitution),212) 금전배상(compensation),213) 만족

210) 가이드라인 본문, para. 18.

211) 국가책임법 초안 제3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에센스 국제조약집, 230쪽).

제34조(배상의 유형)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injury)에 대한 완전한 배상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금전배상 또는 만족의 하나 또는 복합적 형태를 취한

다.

212) 국가책임법 초안 제3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에센스 국제조약집, 231쪽).

제35조(원상회복)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다음의 경우 그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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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214)의 세 가지 방법 외에 개인의 인권침해구제라는 성격에 

맞추어 재활(rehabilitation)과 재발방지약속(guarantees of non-repetition)

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되는바,215) 사인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

기 위한 상정 가능한 배상방식을 망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인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의 흐름이나 이를 반영

한 가이드라인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사인은 국제법의 주체

가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그에 관한 절차

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일본 법원의 태도는, 

국제법상의 시대 흐름에 비추어 발전적 폐기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216) 

서는 원상회복(restitution)의 의무, 즉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복구시

킬 의무를 진다.

(가)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원상회복이 크게 불균형한

부담(a burden out of all proportion)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13) 국가책임법 초안 제3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에센스 국제조약집, 231쪽).

제36조(금전배상)

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하여 전

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compensation)할 의

무를 진다.

2. 금전배상은 확정된 범위 내에서의 일실이익(loss of profits)을 포함하여 금전

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괄한다.

214) 국가책임법 초안 제3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에센스 국제조약집, 231쪽).

제37조(만족)

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

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할 의

무를 진다.

2.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사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취한

다.

3. 만족은 피해와 비례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되며, 유책국에 대하여 굴욕적인

형태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215)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83쪽 참조.

216) 같은 취지로는, 신희석, 위 논문(각주 160), 182쪽, 1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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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피해자 사인은 가해자 사인으로부터 입은 국제적 강행

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내법원이든 

가해자 국내법원이든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제기받

은 각 국내법원은 가해 사인에게 위 가이드라인 등을 기초로 피해자 사

인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라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등

의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국내법원 - 특히 가해자 국내법원 - 이 앞서 본 일본 재

판소의 입장과 같이‘사인의 예외적 국제법 주체성 인정에 비추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

상절차에 관한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등의 이유

를 들어 이를 기각하는 것을 현 국제법 질서에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현재 상태에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으로까지 취급될 수는 없고, 현재

까지 사인이 사인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구

제절차에 관해 일반조약 등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 또한 사실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국가책임법의 영역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적인 국제법 질서 아래 유일한 국제법

상 주체로 취급되어 온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도 아직 조약 또는 관습국

제법 형태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배상절차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국가책임법 초안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초안 규정이 일종의 학리적 기

준으로만 작용을 할지,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할지는 여전히 국제사

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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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채용하여 사인의 국제법적 주체성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또한 현 국제법의 시대적 흐름상 가능한 결

론이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 국내법원으로서

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도 바람

직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결론이 될 것이

다.218)   

       (3) 국내법을 매개로 한 청구 가능 여부  

          지금까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한 직접 

청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다룰 논점은 제목과 같이 국제적 강

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국내법을 매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인에

게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에 관한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가 가능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자체, 즉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피해

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민법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219)

217) 신국제법강의, 390쪽 참조.

218) 이와 관련, ICJ는 어떤 국가가 국제법 위반으로 개인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직

접 개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는 권고적 의견을 낸 바 있다.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CJ Advisory Opinion (2004), para. 53.

219) 이는 2009다22549 판결의 파기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에서 판단한 구조와 사실상 같다(해당 판결문 20쪽). 물론 위 판결에서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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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제정민법은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제정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220) 이 

사건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

한 판단에 적용될 우리나라 법은 우리 현행민법이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우리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

은“① 위법성, ② 유책성(고의,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인과관계, ⑤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로 설명되고,221)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

760조의 성립요건은 위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 외에‘가해행위자들 사

이에 행위공동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행위공동성은 공동불

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동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222)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가 우

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있는가를 따져보건대, 앞서 정

리하였듯이 원고 등이 입은 피해는 피고가 일본정부와 공동으로 자행한 

강제동원 및 노예노동에 기한 것으로서, (1) 당시 피고와 일본정부와의 

결합형태 자체로 공동불법행위로서의 행위 공동성을 충족하고, (2) 정리

하였다시피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자체가 반인도범죄나 노예제 금지 위

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 그러

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구 미쓰비시의 원고

등에 대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강요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

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220) 제정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2조(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

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1)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민법학강의 제13판, 신조사 (2014), 1,607쪽 내지 1,635

쪽 참조.

222)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위 책(각주 221), 1,636쪽;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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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해당하는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위법성을 충족하며, (3) 그에 

관한 고의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존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4) 피고에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도 명백하기에, 결국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물론 여기서‘국제적 강행규범 위반’만 인정되면 당연히 민법 불법

행위의 요건인‘위법성’요건도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

하여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위법성’이라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허

용될 수 없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는 

실정법 질서와 사회질서를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되어

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223) 인류 공동체의 공통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은 그 성질 자체로 우리 민법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사정은 앞서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태도가 관습국제법과 조약에 국내법과 동일

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상,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도 국내법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점에서도 위법성 요건은 당연히 충족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우리 민법을 위반하고, 그 피해자가 우리

나라 국민인 원고 등인 이상,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22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위 책(각주 221), 1,608쪽. 우리나라의 통설적 기준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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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고 등이 국제법 위반, 보다 정확

히 표현하면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의한 피해를 입고, 이를 이유로 우

리나라 법원에 그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불법행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원고 등이나 피고에게 국제법적 주체성 여부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후속절차가 규정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

요도 없이, 그러한 청구는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가해국 법원에 

가해국 법체계상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이 사건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일본 

민법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 -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해국의 국내법률상 불법행위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에 관한 

가해국 법원의 해석상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도 해당 불법행위법 체계상

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가해국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사인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제5절 요약

   지금까지‘제5장 가능한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결국 사인(私人)인 

원고 등이 우리나라 법원에 사인(私人)인 피고를 상대로 국제적 강행규

범 위반을 이유로, 이를 직접 청구원인으로 하든 민법 불법행위 규정을 

매개로 하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어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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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이든 받아들여져야 함이 타당하다224)는 논리를 전개하였다.225) 

    이러한 논리에 의할 때 2009다22549 판결이나 이를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국제법상의 여러 의문점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국제법의 해석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아니하나, 국제적 강행규범 개념의 접목을 통해 그 결론

의 정당성을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여론(餘論) 

제1절 페리니 사건을 통한 시사점(示唆點)

  1. 페리니 사건의 경과 

     가.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앞서 간단하게 소개하였던 것과 같이, 페리니 사건은 이탈리아 

224) 물론 이와 같은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제척기간 · 준거법 ·재판관할권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여러 항변사유가 존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법리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

길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위 법리적 쟁점들은 2009다22549 판결이 나오기까지 해

당 하급심 재판에서 주장되었고, 이들 쟁점들 중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부들의 판단

이 서로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225) 나아가 이러한 결론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똑같은 형태의 청구

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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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페리니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의하여 강제이송되어 강

제노역을 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1930년대 중반부터 나치 독일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던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1940년 6월에 이르러 추축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1943년 무솔리니의 실각과 함께 전선에서 조기 이탈하게 

되었다. 나치 독일은 이탈리아가 위와 같이 동맹에서 이탈한 무렵인 

1943년 10월에 북부 이탈리아에 진주하였고, 그 때부터 종전에 이르기까

지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민간인 학살, 강제노동에 동원하기 위한 

민간인 대량 이송 등 수많은 전시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페리니는 그

러한 강제노동 피해자 중 1명이다.226)

    페리니는 1998년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피고로 하여 강제이송, 강

제노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아레쪼(Arezzo) 법원과 제2심인 플로렌스 항소법원은 주권

면제(State Immunity)227)를 이유로 페리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

고,228) 이에 대하여 페리니는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에도 외국에 대한 관

할권 면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위 플로렌스 항소법

원의 입장을 반박하며 상고하였다.229)

    위와 같은 페리니의 상고에 대하여 이탈리아 대법원인 파기원(Corte 

226) 황명준, 위 논문(각주 132), 107쪽, 111쪽; Anthea Roberts, Comparative
International Law? The role of National Courts in Creating and Enforcing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0(1), Issue
01 (2011), 64쪽.

227) 어떤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피고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국가간

평등, 주권 존중에 근거하여 그러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주권면제

법리이다. 이는 관습국제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즉 페리니 사건의 경우 이탈리아

법원에서 독일을 피고로 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주권면제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제1심, 제2심의 논리이다.

228) 이성덕, 위 논문(각주 131), 223쪽.

229) 이성덕, 위 논문(각주 131),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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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Casszione)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할 경우 규범 간의 서열적 

우열관계에 따라 주권면제가 부인됨으로써 그 범위에서는 개인의 재판청

구권이 반사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문제되는 독일군의 행위

는 주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극단적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개별국의 이해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제범죄에 해당하므로, 이탈리아 국내법원에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civil jurisdiction)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230)

    결국 2011년 2월에 이르러 약 12년의 세월이 경과한 끝에 파기환송

심인 플로렌스 항소법원은 위 파기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독일이 페리니

를 전시 강제노동에 동원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판결하였다.231) 

     나. 독일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ICJ 제소와 이에 대한 ICJ의 판단

       위 페리니 사건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실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이탈리

아 법원이 위 페리니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연이어 하게 되자, 

독일은 이러한 이탈리아 법원의 태도가 주권 면제와 관련한 국제법 규범

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탈리아를 ICJ에 제소하였다.232)

    ICJ에서 독일은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의 그 일관된 주장과 같이, 

이탈리아가 국제법상 독일이 향유하는 주권 면제를 존중할 국제법상 의

230) Anthea Roberts, 위 논문(각주 226), 64쪽; 이성덕, 위 논문(각주 131), 223쪽; 황명

준, 위 논문(각주 132), 112쪽, 115쪽.

231) 황명준, 위 논문(각주 132), 112쪽, 115쪽.

232)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 1; 이성덕, 위 논문(각주 131),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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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233)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는, 위와 같은 독일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위 

파기원의 판단과 같이“독일이 한 행위는 국제범죄행위로서 국제적 강행

규범 위반이고, 강행규범은 이와 모순되는 다른 국제법상의 규칙에 우선

하는 효력을 지니므로, 강행규범 위반행위로 발생한 민사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주권 면제의 법리가 봉쇄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234)

    이탈리아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권 면제가 배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법 원칙을 심

각하게 위반하는 것은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둘째 이러한 

행위로 위반한 규범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제

적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강행규범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그 효력이 부인되듯이, 강행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주권 면제와 관련한 규범 또한 국제적 강

행규범의 내용에 양보하여야 하며, 셋째 이탈리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한 피해자들은 여타의 모든 구제방법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탈리

아 법원이 제공하는 구제책이 마지막 구제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

해서는 주권 면제가 배제되어 법정지 법원이 타국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235)

    위와 같은 이탈리아의 주장에 대하여 ICJ의 다수의견은, 독일의 행

위가 국제범죄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236)“주권 면제 법리는 한 국가

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

233)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s 15, 16.

234)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 16; 국제법 판례 100선, 138쪽, 139쪽 참조.

235)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s 80, 92; 이성덕, 위 논문(각주 131), 233쪽, 234쪽,

235쪽.

236)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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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율하는 절차적인 규범으로서 절차 개시의 원인된 행위의 적법성 여

부를 규율하는 실체규범과는 별개이므로, 결국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 

연계되어 있더라도 주권 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면서,237) 이탈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권 

면제를 주장하는 독일의 편을 들어주었다.238)

    한편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의 아래 판시 내용은 주목

할 만하다.

    먼저 Trindade239) 재판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저지른 

행위는 최고의 국제범죄행위(international crimes of the utmost gravity)

로서 주권적 행위가 아닌 권력적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240) 

그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독일에 의하여 심각한 인권의 침해와 국제인도

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국제법 자체에도 치명

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 민간인들에 

대한 강제이송, 노예노동과 같은 국제범죄 행위는 국제적 강행규범의 절

대적인 위반으로서 주권 면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241) 

그러면서 그는 정의의 추구야말로 어떤 사건에서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바, 독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입은 피해

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만이 정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

237)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s 58, 93, 95, 97; 이성덕, 위 논문(각주 131), 236쪽;

국제법 판례 100선, 139쪽. 한편 ICJ 다수의견은 이탈리아의 위 세 가지 주장 중

마지막 주장인 ‘이탈리아 법원의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최후의 구제책’이라는 취지

의 주장에 대하여, ‘구제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가 여부

는 주권 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s 101, 102).

238)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s 113-120; 국제법 판례 100선, 139쪽 참조.

239) Anto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240) 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rindade, para. 290.

241) 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rindade, para.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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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나아가 오로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정의의 부정(denial of 

justice)과 국제범죄에 대한 면죄부 제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242) 

    역시 반대의견을 낸 Yusuf243) 재판관은, 국제공동체가 존중하고 있

는 국제적 강행규범이 추구하는 가치와 주권면제가 추구하는 가치 사이

의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244) 국제범죄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청구와 주권면제의 충돌 문제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

았던 것으로서 최근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of recent origin)일 뿐만 아

니라, 이와 관련한 국제법규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are undergoing 

transformation)고 판시하였다.245) 

    그러면서 그는,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달리 보상

을 받을 방법이 없는 개인들에게 국내 법원에서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

은 결코 주권 면제 법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과 국제

인도법의 보호에 보다 큰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에 의하여 여러 국

가들에 의하여 자행될 수 있는 국제인도법 위반을 억지하는 효과까지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246)247) 

242) 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rindade, para. 299.

243) Abdulqawi Ahmed Yusuf.

244) 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28.

245) 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50.

246) 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52.

247) 한편 위 두 재판관 외에 해당 사건에서의 Ad hoc 재판관인 Giorgio Gaja의 반대의

견(Jurisdictional Immuniti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Gaja)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국제적 강행규범에 대한 언급보다는 ‘원칙적으로 주

권 면제 법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국내 법원의 관할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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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리니 사건의 시사점

 

     위 흥미로운 ICJ 판결은 동일한 성격의 강제노역, 강제동원을 대상

으로 하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양 사건 모두 제2차 세계대전 후기

에 나타난 점령 및 강점 상태에서의 희생자 개인의 피해라는 성격이 있

고,248) 청구권협정과 유사하게 독일249)과 이탈리아 사이에도 1963. 7. 31. 

일괄보상협정방식으로 나치 박해 조치를 받은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배

상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Italian Nationals 

Subjected to National-Socialist Measures of Persecution)이 체결된 상황

이었기 때문이다.250)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위 페리니 사건의 경우 독일이 피고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본의 기업이 피고라는 점이다. 즉 국가나 국가 원수 

등에 대하여만 주어지는 주권면제의 특권이 이 사건 피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 것이다.251) 

248) 황명준, 위 논문(각주 132), 105쪽, 106쪽.

249) 정확하게는 ‘서독(西獨)’.

250) Jurisdictional Immunities, paras 24, 25; 이근관, 위 논문(각주 24), 201쪽; 황명준

위 논문(각주 132), 110쪽 참조. 구체적으로, 제1협정 제1조에 따라 독일은 이탈리

아에게 ‘경제적 성질의 미해결 사안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실시’하였고, 제1협정 제2

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 시기의 권리 및 정황에 기인하는 일체의 미해결 청구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며, 상기 청구에 관하여 독일과 이탈리아의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일체의 사법 절차로부터 면책시킨다는 취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2협정

에서는 나치 독일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였던 이탈리아 국민에 대하여 독일은 당시

금액으로 4천만 마르크의 금전배상의 지급에 합의하였으며, 이 금액의 지급에 따라

위 협정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문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최종적으로 해결을

본 것임을 명시하였다.

251) 장준혁, “일본 치하의 징용근로자의 대사인적 소송의 법률문제들,” 판례실무연구

XI(상) (2015), 570쪽도 같은 취지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영기업도 주권 면제의 향

유주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국영기업에 준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재판 당시 국영기업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주권 면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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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페리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이탈리아 국내법원은 페리니의 피해를 강제징용과 관련한 국

제범죄, 즉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로 규정하였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나치 독일에게 일괄보상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법원의 태도는, 국제형사법 및 국제인권법에 의하

여 보호되는 침해 불가능한 권리는 주권면제의 법리를 포함한 모든 조약

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월하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서,252) 타당하고 존중

되어야 할 방향에 해당한다. 

    둘째, 주권면제법리를 이유로 독일의 손을 들어준 ICJ의 판결 취지

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이 만일 ICJ에 회부될 경우253) 우리 정부로서는 

페리니 사건에서의 이탈리아의 주장과 같은“국제적 강행규범이 주권 면

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이“국제적 강행규범 위반

취지로 적고 있다.

252) Anthea Roberts, 위 논문(각주 226), 64쪽, 65쪽. 참고로 Anthea Roberts의 위 논문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On immunity, the Court found that Germany could not claim immunity in

respect of international crimes that were subject to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The non-derogable rights protected by international criminal and human rights

norms lie at the heart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prevail over other

conventional and customary norm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State immunity.”

253)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부 스기야마 심의관을 통해 만약 2009다22549 판결

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확정된다면 이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의

사를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법 판례 100선, 181쪽; 이근관,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 비교법적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2호, 서울국제법연

구원 (2013), 67쪽, 68쪽. 특히 이근관 교수는 위 논문 67쪽, 68쪽에서 “2009다22549

대법원 판결이 그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일본 측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조치가 청

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①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

된 분쟁해결절차(즉 외교적 협의에 이은 중재재판)의 개시를 요청하거나, ② 이 사

건을 ICJ에 공동 회부 또는 일방 제소하거나, ③ 2003년부터 발효 중인 한일양국간

투자보장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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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은 정당하다.”는 주장만 하면 된다.    

    과연 이때 ICJ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일괄보상협정방식의 협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인정할 것인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아직까지 ICJ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고,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조약을 무효로 한 사안도 아직까지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254)

    생각건대, 물론 ICJ가 이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정치적 ․ 외교

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고, 이는 우리

나라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255)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에 관해“재판

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거니와, 청구권협정 자체가 앞서 본 당시 체결과정상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고도의 외교적 ․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라는 특

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256)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역점을 두어 정리한 바와 같이 국제인

권법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의식 고양이나 국제적 강행규

범 이론의 심화 ․ 발전이라는 현 국제법의 주도적 흐름 및 고도의 불가예

측성257)을 지닌 국제재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ICJ가 전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254) 신국제법강의, 353쪽 참조.

255) 이근관, 위 논문(각주 253), 68쪽 참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법부의 사법

자제 이론과 국제적 강행규범과의 관계(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nd its

relationship to Jus cogens)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42쪽 내지 1,248쪽 참조.

256) 이근관, 위 논문(각주 253), 65쪽, 66쪽 참조.

257) 이근관, 위 논문(각주 253), 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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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만일 ICJ가 위와 같은 사법자제의 논리나 청구권협정의 

정치적, 외교적 성격에만 치중하여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는 일본

과 일본 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행한 불법을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

과 다름 아니라는 점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258) 즉, ICJ는 현재 국제법

이론상 최상의 서열(the highest status)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강행규범 

이론에 따라 그에 위반한 일본이나 일본 기업의 잘못을 꾸짖는 방법과 

위와 같이 일본의 잘못을 용인하는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국제법다운’선택인가에 관하여 충분히 고민할 것으로 믿는다.    

    결론적으로, ICJ가 정치적 ․ 외교적 고려보다는 국제법상 주체로 떠오

른 개인의 인격적, 인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제적 

강행규범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을 가져본다. 

제2절 청구권협정의 위헌적 관점에서의 접근  

   청구권협정은 양자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2009헌바317)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

지 아니한 채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위헌성 여부에 관

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도 지적된 바 있지만,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의 구조 자체가‘국가가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개

258) 같은 취지로는, Darcie L. Christopher, 위 논문(각주 116), 1,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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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청구권을 포기시킨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

면만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권협정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

한 본질적 침해 등의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전부 위헌을 하거나 한정 위

헌(합헌)의 결정을 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결정의 취

지를 음미할 필요가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542명의 대한민국 원폭 피

해자들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 위

헌 확인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원폭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

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

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불법적인 강제징용 및 

징병에 이어 피폭을 당한 후 방치되어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

진 채 비참한 삶을 영위하게 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

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일본의 침략전쟁 수

행과정에서 도구화되고 피폭 후에도 인간 이하의 극심한 차별을 받

음으로써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

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 

    이 중“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다.”

라고 판시한 데에서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결정문에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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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시적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판시를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도구화되고 피폭 후

에도 인간 이하의 극심한 차별을 받음으로써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이라고 밝힌 자체에서 국제적 강행

규범 위반의 본질을 지적하였다고 평가한다. 

    즉 국제사회가 국제적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은 인류의 생

존이나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기 때문에,259) 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청구권이 

왜 특별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를 통해 의도하였든 의

도하지 않았든 간에 자연스럽게 국제적 강행규범의 개념 영역을 공유하

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제적 강행규범의 법리와 연결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 및 재산권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등의 헌법적 시각

에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앞으로 청구권협정의 위헌성을 심판하

게 될 헌법재판소로서는“강제징용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그 본질상 헌

법상 보장되는 청구권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

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개 청구권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모든 청구권을 포기시킨 청구권협정은 

위헌이다.”는 취지의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7장 결론(結論)

259) 신국제법강의, 351쪽, 3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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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부분에서 이미 밝혔지만, 필자로서는 현재까지도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운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심이 이 글을 쓰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글

에서의 견해가 실무적으로 채택되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1) 청구권협정은 조약

해석의 원칙이나 당시 교섭기록 등 역사적 문헌들을 종합할 때 그 협정 

대상으로‘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

고, (2)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권이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대

법원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3) 해당 청구권은 국제적 강

행규범 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한일 

양국이 청구권협정에서 이에 관한 개인적 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

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청구권협정은 그 자체로 전체가 무효이며, (4) 사인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이라는 국제법적 흐름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은 국제

적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그와 같은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든 민법 불법행위를 매개로 하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결론은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르지만 결국 대법원의 

결론과는 동일하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더 이상 지배/피지배 관계로 

보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보거나, 국가가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존

재한다는 인권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일괄보상협

정방식의 국제법적 실정성, 청구권협정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 
외교적 특성 및 정치 ․ 외교적 사안에 대한 사법자제의 필요성 등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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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모든 사정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등이 갖는 청구권

은 양국이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될 수도 없다는 국제적 강행규범 이론에 

입각한 결론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의 관점, 국제법의 시대적 흐름 등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260)  

    위와 같은 입장에 의할 때, 다시 이 사건을 현재 맡고 있는 대법원

(2013다67587)으로서는, 2009다22549 판결의 법리 대신 국제적 강행규범 

법리를 적용하여 2009다22549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밝히되,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한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기각하는 방법

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일본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260)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Doctrine of Rights(1797)’ 이론에 기초하여

“신탁·수탁 관계 원칙(A Fiduciary Principle)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므

로, 그러한 관계의 성격상 국가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국

제적 강행규범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본질적

인 보호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Evan J. Criddle and

Evan Fox-Decent, 위 논문(각주 135), 347쪽; Kirsten Schmalenbach, 위 논문(각주

118), 9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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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ndividual Claims of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Shin, Woojeong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individual claims of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at the time of World War 2 have been 

extinguished since the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the historic decision on May 24th, 

2012 (Case number 2009다22549) that the claims of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still exist because they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1965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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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analyzes the logic of the 2012 Supreme Court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 facts and international law theories 

surrounding the 1965 agreement. It proposes an alternative which 

explain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through the concept of Jus Cogens.  

  I conclude that a more careful review of 1965 Agreement shows that 

the claims of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are, in fact,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Thus, the reasoning of the Court's 2012 

judgment that the Agreement excludes these claims cannot be 

sustained. Nevertheless, the claim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laim 

rights emanating from the breach of Jus Cogens norms. From this 

perspective, the 1965 agreement is null and void. Thus,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still, in theory, have valid claims against japanese 

perpetrators. 

  This conclusion is in line with restorative justice and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subjecthood, both of which are rising trends in 

international law. My proposal that the claims of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should be viewed through the lens of Jus Cogens, clearly 

announces that these claims cannot be waived for any reason. This 

conclusion is more consistent with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key words :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forced labor, jus cogens, 

individual subjec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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