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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영토의 취득 또는 상실로 인해 영토의 일
부 또는 전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의 대상이 된 영토와 
관련하여 선행국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승계국에 이전
되는지가 국가승계의 법적 효과의 문제이다. 국가승계 시 권리·의무의 변
동과 관련하여 주로 국가승계의 유형 및 이미 성문화 작업이 완료된 승계
관련 협약상의 주제 즉, 조약의 승계, 재산 또는 부채의 승계, 그리고 국
적의 승계 등을 중심으로 국가승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5년에 국제법학회에서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
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고, ILC에서도 2017년부터 책임승계
에 관한 조약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문제는 현존하는 승계 
관련 국제문서만으로는 규율되지 아니하며, 전통적으로는 그에 대한 승계
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승계부정의 시각은 주로 
“인적 소권은 인격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진다”(actio personalis moritur 
cum persona)는 로마법상의 관념에 기초하였으며, 국가는 오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국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관념에 입각하였다. 그러나 2001년 국
가책임법 초안의 채택으로 고의나 과실이라는 주관적 속성의 문제가 1차
규칙상의 논의대상으로 구분되면서 일신전속성에 입각한 책임승계 부정론
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인권이나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국가책임의 
승계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등장하였다.
  ILC는 최근의 국가실행이나 사법기구 판결에서 국가책임의 승계 경향이 
확인되며,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야기된 2차의무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책임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칙을 도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을 책임승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국제의무위반 행위는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책임법 초



- ii -

안에 상정된 2차규칙으로서의 국가책임을 야기하며 승계의 대상이 된다는 
시각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국가승계에 관련되는 여느 
주제들에 대한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승계의 유형에 편중하여 논의
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 성립의 기초가 되는 국제위법행위는 다양한 의무영역
의 문제에 관계되며 국가책임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위반된 의무
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가령 선행국의 양허계약위반책임을 승계
하는 문제와 소위 ‘국제범죄’로 분류되는 고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승계하
는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실제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의 실행을 살펴보면 관련 국가들 간 합
의를 통해 국가승계 이전에 발생하였던 국가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 
과정에서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인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책임의 승계 경향이 확인된
다는 ILC의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수된 책
임의 내용은 주로 국유화나 수용 등으로 인한 재정적, 경제적 피해의 문제
에 관계되며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에 관한 책임인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국제법적 해결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파악되어 온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승계의 문
제는 관련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처럼 책임승계의 사례가 일부 국제의
무위반의 경우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책임승계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가책임의 처리방식이 위반된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위반된 국제의무의 성격에 따라 승계되는 책임과 승계 불가능
한 책임을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승계의 유형상 책
임승계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의무의 성격에 따라 승계가능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승계가 가능한 대표적 국가책임은 국제위법행위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련되는 경우이다.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관념이 공고해진 오늘날의 국제법 현실에서 국가주권의 변화에 따라 개인
의 권리에 대한 보장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승계국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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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의 보장범위 내에서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개인의 권리 침해에 관련되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승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소위 국제
범죄로 인한 국가책임까지도 국가승계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
는 회의적이다. 국제범죄로 인한 국가책임은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관
련되며, 국가책임법 초안 상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여느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상이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국제법적 규율 범위 및 방식에 있어 여전히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
다가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여부 판단에는 고의성이 요구되어 
그에 대한 국가책임을 승계하는 것은 일신전속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승계의 대상으로 분류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승계불가능한 책임으로 분류되는 국제범죄행위 책임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국가책임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국가승계법의 법리상 승계가 불가능한 
국가책임에 대해 국가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승계 이후 
국가책임을 승계하는 문제는 모든 관련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형
평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형평의 원칙은 피해자뿐 아니라 새
로운 법인격을 갖고 탄생한 신생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요구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에만 경도되어 실제 책임 
이행의 주체가 되는 승계국의 수인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결론
이 도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생각건대 국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문제를 무리하게 국가책
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로 다룰 필요는 없다. 국가승계시 국가들은 관련 국
가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
으며, 그러한 합의의 내용이 반드시 국가책임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협정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관련국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상정하게 될 것이고 그 중 국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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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책임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는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범죄로 인한 국가책임의 문제를 불승계 대상으로 분류하더라도 이 같
은 방식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현존 국제법이나 국
가실행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아니한 내용을 무리하게 규범화하기 보다는 
국제의무위반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책임승계 문제에 관
한 법리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어 : 국가승계, 국가책임의 승계, 국제의무의 구분, 사적권리 침해, 인
권침해, 국제범죄 책임, 피해의 구제, 형평의 원칙
학  번 :  2015-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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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개인이 출생, 성장,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국가도 생성, 변경, 소멸을

경험한다. 전쟁이 국가 간의 분쟁 해결 및 국가의 생존 확보에 필요한

일반적 수단으로 여겨졌던 과거에는 국가의 생성이나 소멸이 빈번하게

목도되었다. 그러나 무력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주권평등, 국가의

독립성 및 영토의 일체성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

가의 영역주권 존중원칙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되면서 이 같은 현상

의 발생빈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약 100여개의 국가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달

성하였고, 1990년대에는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의 분열, 구유고의 분

열 및 독일의 통일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가들은 자발적 또는 비

자발적 영토관계의 변화를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온전

한 국가승계의 사례는 아니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소위 ‘브렉

시트’ 현상이 나타난 바 있고, 2017년 10월에는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독

립 투표가 행해진 이후 유럽 각지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1)

국가의 영토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영역주권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마련이며, 그에 따른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국가승계의 법리이다.

흔히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 영토의 취득 또는 상실로 인해 한

1) 동정민, “[글로벌 뷰] 21개 지역서 자치확대 – 독립요구... 유럽 휩쓰는 ‘분열의 바람’”, 
동아일보 (2017.11.1.) 국제 A23면 
<http://news.donga.com/3/all/20171101/87052864/1>; 장원주, “유럽 ‘분리독립 바
람’ 佛·덴마크로 확산”, 매일경제 MBN, 2017.12.5. 입력 인터넷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06522> (2019.1.25. 최종방문).

2)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제2조 1항(b); 1983년 「국가재산, 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
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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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의

대상이 된 영토와 관련하여 선행국이 가지고 있던 권리 및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승계국으로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이 국가승계의 법적 효과의

문제라고 하겠다. 국가승계 시 권리 및 의무의 변동과 관련하여 주로 문

제가 되는 사항들은 조약관계, 국가의 재산 및 문서, 부채,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국경획정 그리고 국가책임 등이다.3)

근대 국제법의 발달 초기에는 로마 사법상의 상속이론이 이러한 국가

승계의 문제에 유추적용 되었으나4), 오늘날은 국가승계에 관한 관습국제

법상의 원칙 및 각 사항에 관한 국가승계협약 등이 승계의 문제를 규율

하고 있다. 국가승계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문서는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이하 “1978년 협약”), 1983년 「국가재산, 문서 및 부채

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이하 “1983년 협약”)이 있으며, 1999년 「국가

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규정 초안」은 2000년 UN총회 결

의(이하 “2000년 결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들 협약 또는 초안에 대

한 국제사회의 호응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5)

게다가 오늘날에는 현존하는 승계 관련 국제문서만으로는 규율되지 아

니하는 사항들이 존재하여 문제가 된다. 가령 어떠한 국가가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여 타국에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국가책임

Archives and Debts) 제2조 1항(a); 2000년 「자연인의 국적 승계에 관한 규정」
(Articles on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s to the Succession of 
States) 제2조(a). ‘국가승계’에 관한 상기 세 개 문서의 정의 조항은 동일하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succession of States’ means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erritory.” 한편 
이 같은 국가승계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로는 Keun-Gwan Lee, The Law 
of State Succession in the Post-Decolonisation Period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y and the Former Soviet Union,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1988, unpublished, pp.6-41 참조.

3) Lee, Ibid., p.15; Patrick Dumberry, State Succession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4.

4) Hersch Lauterpacht,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Longman, Green and Co. 
Ltd. (1927), p.125.

5) 1978년 협약의 당사국은 현재 22개국이며, 동 조약은 1996년 11월 6일 발효하였다. 그
러나 1983년 협약은 7개국이 서명하고 7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며 여전히 미발효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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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유책국이 미처 피해국에 대한 배상을 완

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유책국이 소멸하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 국가승계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발생한 법적 책임을 해제하기도 전에 유책국이 소멸하

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였다면 새로 탄생한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기존의 책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반대로 유책국은 그대로 존속하나 피해국의 국제법상 법인

격이 소멸된 경우 유책국에 대한 책임추궁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피

해국의 소멸과 함께 그 같은 책임추궁의 권리도 사라지는 것인가? 이 같

은 상황은 구체적으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책임의 승계’ 문제를 야기한다.

즉, 국가승계 발생 시 선행국이 유책국으로서 지고 있던 국가책임까지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승계의 문제는 현존하는 승계 관련 문서들의 규율

범위 밖에 존재한다.6) 만약 전술한 상황이 그저 가정적인 상황에 국한된

다면 단지 상상적 현실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

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크로아

티아와 세르비아 간 제노사이드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판결7)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승계의 문제는 현대 국제법상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8)

6) 1963년 ILC의 국가 및 정부승계에 관한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Manfred Lachs
는 책임의 승계 문제를 국가승계에 관한 작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책임승계의 문제는 각국의 국내관할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국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II, pp.260, 282, 287, 299). 1978년 협약은 제39조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명시
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한편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성안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제11조에 대한 주석에
는 승계국이 선행국의 책임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시되어 있다(국가책임
법 초안에 관한 주석, Art.11, para.3).

7)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이하 “Croatian Genocide”], Judgment, 
I.C.J. Reports 2015.

8) 동 사건에서는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하 “SFRY”)의 불법행위책임이 유고연방공화
국(이하 “FRY”)에 승계되어 최종적으로 세르비아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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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연구 현황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이론적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국제법 교과서의 승계 관련 단

원들은 주로 국가승계의 유형 및 성문화된 승계 관련 협약상의 주제 즉,

조약, 국가재산 등, 그리고 국적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

고 있을 뿐 국가책임의 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Ian Brownlie가 국가책임의

이전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항목으로 서술한 바 있으며, 2012년에

Brownlie의 책을 개정 출판한 James Crawford는 2013년 출판된 본인의

저서 State Responsibility에서 책임의 승계 문제에 한 장을 할애하여 비

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9) Malcolm N. Shaw의 교과서에서도 한 페

이지로 간단히 다루고 있을 뿐이다.10)

이 외에 책임의 승계와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발표된 바 있는 논문이나

저서들은 소위 국가책임의 불승계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지에 대

가 문제되었다. ICJ는 제노사이드협약에 반하는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SFRY에 
대한 귀속성 및 책임유무를 결정하고, 책임 인정 시 FRY(즉, 세르비아)에의 승계 여부
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였으나(Ibid., p.50, para.112), 결국 제노사이드방지협
약 위반이 입증되지 않아 SFRY에 대한 귀속성 및 세르비아에의 책임승계 여부는 판단
하지 아니하였다(Ibid., pp.120-121, paras.441-442). 책임승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결
론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책임승계
의 문제가 조약승계와 구분되는 쟁점이며 책임의 문제도 승계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
는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Ibid., pp.48-51, 
paras.106-115).

9)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이하 “State 
Respon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435-455. Crawford는 
Croatian Genocide 사건에서 크로아티아 측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사안에 따른 책임의 
승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책임법 성안 시 마지막 특별보고자로 최종 초안을 완성
한 바 있는 Crawford는 1998년 보고서에서 “신생국은 일반적으로 선행국의 책임을 승
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널리 수락된 견해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었으나 2001년 국가책
임법 초안에 관한 주석에서는 “국가승계의 맥락에서 신생국이 선행국의 책임을 승계하
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의 변화는 국가책임의 승계
라는 문제에 관한 그 자신의 입장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시각을 보여주
는 것 같아 흥미롭다.

10)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8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762.



- 5 -

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책임의 승계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11) 이들은 국가책임의 승계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12)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문제를 단

독 주제로 한 저서로는 Patrick Dumberry의 State Succession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가 유일하다. 그는 국가책임의 불승계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책임의 승계문제에 관련되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실

행을 정리하고 책임승계 논의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

존의 국가승계 사례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1) Wladyslaw Czaplinski, “State Succession and State Responsibility”, Canadian 
Y.I.L. (1990), Vol.28, pp.339-359; Brigitte Stern,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et succession d’Etats”, in 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 Vera  
Gowlland-Debbas (eds.),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 Quest of Equity 
and Universality/L’ordre juridique international, un système en quête d’équité 
et d’universalité. Liber amicorum Georges Abi-Saab, The Hague, M. Nijhoff 
(2001), pp.327–355; Oscar Schachter, “State Succession: the Once and Future 
Law”, Va.J.Int’l L. (1993), Vol.33, No.2, pp.253-260; Charles Cheney Hyde, 
International Law Chiefly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 
vol. I, 2nd revised ed., Brown & Company (1952), pp.437–438; Ernest H. 
Felichenfeld, Public Debts and State Succession, New York, Macmillan, 1931, 
pp.689 & 728. 다만 Felichenfeld는 “국제위법행위” 일반의 승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국의 부채 중 단지 “위법”(tort)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
채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2)  J.H.W. Verzij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l. VII (State 
Succession), Leiden: A.W. Sijthoff (1974), pp.219-220; J.H.W. Verzijl, “Droit de 
la mer et succession d’Etats”, in Basdevant Jules, Hommage d’une génération 
de juristes au président Basdevant, Paris: A. Pedone (1960), pp.523–524; 
Daniel Patrick O’Connell, State Succession in Municipal Law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O’Connell (1967)”], vol.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p.482-493; Daniel Patrick O’Connell, “Recent Problems of State Succession 
in Relation to New States” [이하 “Recent Problems”], R.C.A.D.I., Vol.130 (1970
–II), pp.162-164; Miriam Peterschmitt, La succession d’Etats et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pour fait illicite, Mémoire de DES, Université de 
Genève/Institut Universitaire de hautes études internationales (Switzerland) 
(2001) [unpublished], in Dumberry, supra note 3. 임예준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
한 법리의 발전 등에 관하여 중립적으로 소개하면서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
황에서 전개되는 국가승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의 도
출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임예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
계: 이론적 쟁점에 대한 소고”, 國際法學會論叢 第61卷 第4號(通卷 第14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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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승계국에게 이전되는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는 승계를 부정하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13) 이 같은 승계부

정의 시각은 주로 “인적 소권은 인격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진다”(actio

personalis moritur cum persona)는 로마법상의 관념이나 국내 형사법

상의 일신전속성에 기초해 있었다. 국가는 오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국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국가책임법 초안”)의 채택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킨 대표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책임법

초안 채택 이후 국가책임이란 객관적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화 되

었고, 고의나 과실이라는 주관적 속성의 문제는 1차규칙상의 논의대상으

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주장이 다소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책임승계를 부정하던 대표적인 근거가 행

위의 일신전속성 또는 국가책임의 주관적 성격이라는 측면에 있었는데

객관적 책임주의에 기초한 국가책임법의 채택으로 이 같은 근거가 부적

합한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 중심의 전통국제

법적 시각이 개인 및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국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지게 되

었다.14) 이러한 변화는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

켰다. 책임 불승계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승계국이 의도하면 선행국의 권

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15)

13) O’Connell (1967), Ibid., p.482; Dumberry, supra note 3, pp.35-39;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435.

14) Michael John Volkovitsch, “Righting Wrongs: Towards a New Theory of State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Delicts”, Columbia Law Review 
(1992), Vol.92, p.2162.

15)  P. D’Argent, Les réparations de guerre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des États à l'épreuve de la guerre, Bruylant 
Bruxelles (2002), p. 814; Schachter, supra note 11, p.256; Ineta Ziemele, 
“State Continuity, Succession and Responsibility: Reparations to the Bal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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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승계 시 국가책임의 문제에 관한 이슈가 2008년 국제법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하 “ILA”)에서 제기되었고, 국제법학

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이하 “IIL”)는 2015년 탈린 세션에서

“국가책임 문제에 관한 국가승계” 최종 결의를 채택하였다.16) UN 국제

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2016년 제68차

회기에서 “국가책임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승계”를 장기작업과제로 채택

하였고, 2017년 5월 31일에는 특별보고자 Pavel Šturma의 첫 번째 보고

서가,17) 2018년 4월 6일에는 두 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8)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국가승계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고 사안별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상이

하여 일률적인 법규칙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19) 따라서 일률적

으로 승계가 부정된다거나 긍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ILC 특별보고자는 전통적인 불승계원칙을 존중하면

States and their Peoples”, Baltic Y.I.L. (2003), vol.3, p.176. 
16) Marcelo G. Kohen, Final Report on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14th Commission, Tallinn 
Session, in Yearbook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2015 [이하 “IIL 
Yearbook 2015”), Vol.76.

17) Pavel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A/CN.4/708),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9th session, 31 
May 2017. 동 보고서는 책임승계에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네 개
의 초안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두 개의 조항이 ILC의 검토를 거쳐 잠정 채택되었
다(Aniruddha Rajput,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Drafting Committee, 31 July 2017).

18) Pavel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A/CN.4/719),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70th session, 6 
April 2018.

19) Vladimir-Duro Degan, “Equity in Matters of State Succession”, in Ronald St. 
John Macdonald (ed.), Essays in Honour of Wang Tiey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pp.201-202; Wladyslaw Czaplinski, “Equity and Equitable 
Principles in the Law of State Succession”, in Mojmir Mrak (ed.), Succession 
of Stat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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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승계

가능 상황을 규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ILC 특별보고자의 첫 번째 보고서가 발

표된 이후 위원회 내에서 진행된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국가책임

의 승계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국가실행이 책임승계를 긍정하는 측면에 있다는 특별보고자의 주장과 관

련하여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원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임

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국가책임법 초안을 책임승계

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관련된다. 2015년 채

택된 IIL 결의 및 현재 진행중인 조약화작업은 모든 국제의무위반 행위

가 국가책임법 초안에 상정된 2차규칙으로서의 국가책임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승계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 위반된 의무의 성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이에 국가승계 문제에 관한 전통적

인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승계의 유형에 편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 성립의 기초가 되는 국제위법행위는 다양한 의무영역

의 문제에 관계되며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따라 책임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선행국의 양허계

약위반책임을 승계하는 문제와 소위 ‘국제범죄’로 분류되는 고도의 불법

행위 책임을 승계하는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인가?

특히 후자의 문제는 전통적인 책임불승계 주장의 대표적 이론적 근거인

‘일신전속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민감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IIL이나 ILC는 위반된 국제의무의 성격에 대한 구분 없이 국가승계의 유

형만을 기준으로 책임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에 제2장에서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문제에 관한

전통적 승계부정론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승계가능성 인정론을 각각 이

론적 측면 및 대표적 사법기구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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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책임승계의 근거로 제시되는 다양한 국가실행 및 사법기

구의 판결 내용을 각 승계유형별로 살펴보고 국가책임이 실제로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승계되는 경향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다. 결론

적으로 승계되는 책임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 아니라 인수된 책임에 해

당하며 승계된 책임은 국유화나 수용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책임승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측면에 입각하여 2015년

채택된 IIL 결의와 최근 진행중인 ILC 내에서의 조약화 작업 현황을 비

교 고찰하고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규범화 논의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책임승계의 근거에 관한 면밀한 이론적 고찰 없이 책임승계에 관한

규범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국가책임법 초안에 기초하여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대한 구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접근방식의 문제를 지적

한다.

제5장에서는 형평의 원칙 및 국제불법행위책임의 승계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승계되는 책임과 불승계되는 책임에 대한 이분법적 접

근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이에 승계되는 책임과 불승계되는 책임의 유형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반된 국제의무에 따라 국가책임을 분리고찰

하여 법과 현실의 간극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며 논의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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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변화

제1절 국가승계와 국가책임의 승계

I. 국가승계의 의의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20) 이때 “책임”이라 함은 위법행위의 결

과로서의 법적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토의 취득 또는 상실로

인한 사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대상이 된 영토와 관련하여 선행국

이 가지고 있던 권리 및 의무가 변화하게 됨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즉,

국가승계라는 사실상황 발생 시 조약관계, 국가의 재산 및 문서, 부채,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그리고 국가책임 등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발

생하게 되는데, 국가승계법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가승계의 법적효과

를 다루는 법이다.

국가승계 발생 시의 법적결과라는 문제를 둘러싼 학자들의 견해는 크

게 둘로 나누어진다. 승계로 인해 영토주권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이전

의 법적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견해와 영토주권이 변화하면 법적관계도

변화하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21) 전자는 대

략 19세기 중반까지 유효하였던 로마법상의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군주

의 소멸 등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일종의 영토의 법인격

에 기초하여 기존의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ipso jure) 승계된다는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22) 이는 기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20) 1978년 협약 제2조 1항(b); 1983년 협약 제2조 1항(a); 2000년 결의 제2조(a).
21)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9.
22) Ibid.; 한편 유럽의 절대주의 왕권 시절에는 국가와 주권자로서의 왕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국가영역의 이양도 사유재산의 이전과 동일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독립
된 법인격으로 인정되면서 사법이론의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
론과 사례 (제8판)』 (박영사, 2018), 5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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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신뢰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3) 반면 후자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가주권평등원칙의 부상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기존

의 국가를 대체하여 새로이 영토주권을 향유하게 되는 국가는 기존의 주

권적 권한에 종속됨이 없이 자신의 독립적 의지(will)에 따라 행동할 뿐

이라는 견해에 입각한다. 국가승계시 선행국과 승계국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연결고리(legal tie)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4)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가승계 현상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승계의 양

상도 일관된 것이 아니어서 승계에 따른 법적결과도 사안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곤 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법의 지배보다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던 19세기 이전에는 국가승계 이후

정치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까지 여겨

졌다. 오늘날에도 권리의무의 승계범위는 승계국의 승계의사와 그에 대

한 타국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5) 국가승계의 문

제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해결과제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한편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승계와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을 구분해왔다.26) 국가승계는 국제관계상의 책임주체가 다

른 국가로 대체되는 현상으로서 항상 복수의 국가가 관련되어 발생한

다.27) 반면 동일성(identity) 및/또는 계속성(continuity)은 국가승계와 분

명히 구분되는 배타적 개념으로 계속성이 있으면 국가승계를 논할 여지

가 없어지고 국가승계가 발생하면 계속성을 논할 여지가 없어진다.28) 따

23) 정인섭, Ibid., 587면.
24)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14-15.
25) 정인섭, supra note 22, 587면.
26) Lauri Mälksoo, Illegal Annexation and State Continuity: The Ca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Baltic States by the USS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10.

27) Krystyna Marek, Identity and Continuity of Stat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Librairie Droz (1968), p.10.

28) Marek, Ibid., pp.9-14; James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이하 “Creation of States”], 2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35-36; 계속성의 의미가 동일성과 같은 것인지 양자는 구분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경옥, “국제법상 한국의 계속성: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統一과 法律 제34호 (2018) 참조. 다만 본고에서는 그에 관한 깊은 논
의는 차치하고 승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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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국가승계 시 선행국은 소멸하고 기존 법적 관계의 지속 여부는 국

제법상의 관련 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결정될 것이나 국가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주체는 특별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존

재하며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성이 추정된다.29) 이 같은 이유로 영

토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승계에 관한 법칙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기

존의 국가가 법적 동일성을 가지는 국가로서 법적 책임을 지속하게 되는

것인지 논의를 요한다.30)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은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동일성에 대한 존중 또는 부정은 국제

관계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31)

II.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문서

주지하다시피 국가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32) 그렇다고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

진행하며, 다만 견해대립을 고려하여 ‘및/또는’으로 표기하였다. 
29) Vahagn Avedian, “State Identity, Continuity, and Responsibility: The Ottoman 

Empire, the Republic of Turkey and the Armenian Genocide”, E.J.I.L. (2012), 
Vol.23, No.3, pp.799-800, 803-804.

30) 특히 기존 국가의 소멸과 새로운 국가의 수립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는 경우 국
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동일성을 부정하고 승계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31) Mälksoo, supra note 26, p.10.
32) 이와 관련하여 Crawfor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The position of the 

general law, [...], must be rather uncertain. One difficulty with State 
succession is that, for the primary actor, the event is always a novel one. 
Other States, facing succession problems more frequently and in a variety of 
contexts, have shown themselves not to b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application of a regime of rules. Consistency of practice has thus, inherently, 
tended to be lacking. In the end, it may be that the problems are dealt with 
by the application (or manipulation) of diverse rules and techniques; 
continuity of, or reversion to, legal personality, novation, acquiescence, 
self-determination and the law of territorial regimes. The result may still be, 
[...] a presumption in favour of treaty continuity, but [...] not by any single 
rule but in a variety of ways.”(James Crawford, “The Contribution of 
Professor D.P.O’Connell to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Law”, British Y.I.L. 
(1981), Vol.51, Issue 1, p.47).



- 13 -

되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측가능성

이나 법적안정성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ILC는

1949년 첫 회기에서 국가승계의 문제를 국제법상 성문화를 요하는 14개

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33) 1961년 UN총회는 승계의 문제에 관한 성

문화 논의를 우선적 검토 대상에 포함하도록 ILC에 권고하였고,34) 1962

년 국가승계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63년 ILC는 승계에 관

한 논의 주제를 조약의 승계, 조약 이외의 연원에서 비롯되는 권리와 의

무의 승계, 그리고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의 승계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35) 승계에 관한 논의 범위를 확정하였다.36) 1967년 ILC는 조약의

승계 및 조약 이외의 문제에 관한 승계와 관련하여 각각 Sir Humphrey

Waldock과 Mohammed Bedjaoui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고, 세 번째

주제인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문제는 당분간 다루지 않기로 하였

다.

Sir Humphrey Waldock은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조약의 승계 문

제와 관련하여 총 5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74년에는 Sir Francis

Vallat이 특별보고자의 임무를 이어 받아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ILC는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규정 초안을 채택하였고, 1975년

12월 15일 총회결의 3496(XXX)을 통해 국가승계에 관한 UN 회의를 소

3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st Session (A/CN.4/13 and 
Corr. 1-3), 1949, p.281, para.16. 이하에서는 이 문건을 “ILC Report”로 약칭하고 
그 뒤에 발간연도를 병기하기로 한다(예: ILC Report 1949).

3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686 (XVI), 18 December 1961, UN Doc. 
A/RES/1686(XVI).

35) Report by Mr. Manfred Lachs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on 
Succession of States and Governments (Doc. A/CN.4/160 and Corr. 1), 7 June 
1963.

3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II, p.224, para.56. 
(이하에서는 이 문건을 “ILC Yearbook”으로 약칭하고 발간연도를 병기하기로 한다.); 
위원회는 정부승계를 차치하고 국가승계 문제를 다루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정부
승계의 문제는 국가승계의 문제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기로 하였다
(Ibid., para.57). 또한 조약 승계의 문제를 조약법의 맥락이 아닌 국가승계의 맥락에서 
논의할 것과 조약법 및 국가책임, 국가승계라는 주제의 성문화 과정에서 중복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의 특별보고자들 간 다소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Ibid., para.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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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37) 회의 결과 1978년 8월 22일 1978년 협약 문언이 최종 채택

되었고, 1996년 11월 6일 유고 사회주의연방공화국(SFRY)의 일부 승계

국들이 협약에 비준하면서 15개 서명국 비준 요건을 충족하여 1978년 협

약이 발효하게 되었다.38)

한편 조약 이외의 연원에서 비롯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승계 문제의

특별보고자로 임명된 Mohammed Bedjaoui는 1968년에서 1981년의 기간

동안 총 13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당해 주

제와 조약의 승계라는 주제의 구분 작업을 선행하였다. 즉, ‘연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조약 이외의 문제에 관한 승계”로 논의 주제를 변경

하였고, 동 결정은 UN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다.39)

당초 재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공공’재산(public property)의 승계가 논

의 주제로 예정되었으나 ILC 회원국들 간 공공재산의 범위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결국 ‘국가’재산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공공

재산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40) 1977년 9번째

37)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96 (XXX), 15 December 1975, UN Doc. 
A/RES/396(XXX).

38) 1978년 협약은 조약법 협약의 정의에 따른 국가 간의 ‘조약’의 승계에 적용된다(1978
년 협약 제1조, 제2조 1항(a). 단, 협약 제3조에 의거 국가와 다른 국제법 주체 간에 체
결되는 조약이나 구두조약의 경우에도 본 협약의 적용이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조약 
이외의 문제에 관한 승계라는 것은 승계의 주제(subject matter)에 관한 것이지 승계의 
양상(modalities)에 관한 것이 아니다(Mr. Mohammed Bedjaoui,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rights and duties resulting from sources 
other than treaties (Doc. A/CN.4/204), 5 April 1968 in ILC Yearbook 1968, 
Vol.II, p.97, paras.19-21; Report of the ILC on the Work of Its Twentieth 
session, 27 May – 2 August 1968 (Doc. A/7209/Rev.1) in ILC Yearbook 1968, 
Vol.II, p.216, para.46;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A/CN.4/SER.A/1981/Add.1 (Part 2)), p.11, para.29). 따라서 1978년 협약에서 논
의되는 내용은 국가승계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조약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국가승계 시 조약 또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승계의 
방식이 조약에 따른 것인지 혹은 조약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승계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78년 협약은 UN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 등 현존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가승계의 
결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1978년 협약 제6조). 따라서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을 사용
한 결과로 야기된 국가승계 현상에 대해서는 1978년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34 (XXV), 12 November 1970, UN Doc. 
A/RES/2634(XXV).

40) Report of the ILC on the Work of Its Twenty-Fifth Session, 7 May – 1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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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부터 국가부채의 문제가 다루어졌고, 1979년 11번째 보고서에

서부터 국가문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81년 33차 세션에서 13번

째 보고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ILC는 1983년 협약 초안을 채택하

였다.41) 총회 결의 36/11342) 및 17/1143)을 통해 1983협약을 논의하기 위

한 회의가 소집되었고, 1983년 4월 8일 1983년 협약이 최종 채택되었다.

ILC는 또한 1995년 제47차 세션에서 국가승계 시 국적의 승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 최종 초안을 채택하였고, 초안의 내용은 2000년

UN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44) 2000년 결의는 국적에 관한 기

본적인 관념45)에 기초하고 있다. 즉, 국적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행

사의 문제라는 전제 하에 국가승계 발생 시 무국적자의 발생을 방지하

고46),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기조에 입각하고 있다.47) 무엇보다

제1조에서 국가승계 이전에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모든 개인은

어느 국가의 국적이든 관련된 국가들 중 최소한 한 개 국가의 국적을 보

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적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nationality)를 보장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1973 (Doc. A/9010/REV.1) in ILC Yearbook 1973, Vol.II, p.202, paras.87, 89.
41) Report of the ILC on the Work of Its Thirty-Third Session, 4 May –24 July 

1980 (Doc. A/36/10) in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16, para.61.
4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6/113, 10 December 1981, UN Doc. 

A/RES/36/113.
4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7/11, 15 November 1983, UN Doc. 

A/RES/37/11.
4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153, 30 January 2001, UN Doc. 

A/RES/55/153.
45) 국적이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 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대순, 『국제법론 (제19판)』 (三英社, 2017), 756면). 1930년 「국적법 충돌의 일
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제1조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 국가가 자
국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제2조는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
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적의 부여 또는 박탈 문제가 
결국 국내법에 유보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PCIJ의 모로코 대 튀니지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PCIJ (1923), 
Series B, No.4, p.24).

46) 2000년 결의 제4조 (Prevention of statelessness).
47) 2000년 결의 제11조 (Respect for the will of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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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책임의 승계

현존하는 승계 관련 문서만으로는 규율되지 아니하는 사항들이 존재하

기에 국가승계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문제는 일국의 국제위법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이 해제되기 전에 국가승계가 발생하게 되면서 나

타나는 문제이다. 가령 국제위법행위를 자행한 유책국이 피해에 대한 배

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승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승계의

문제는 유책국의 배상의무가 승계국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계된다.

다시 말해 승계국이 선행국의 배상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해야 할 것인지

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국이 국가승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가

령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가 유책국에 대한 책

임추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승계를 맞게 되는 경우 승계국에

게도 책임 추궁의 권리가 인정될 것인가? 환언하면 국가승계 시 청구권

의 존속 여부에 관련되는 이 문제 또한 책임승계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해국 국민에 대한 침해가 야기된 경우 즉, 간접침해의 경우

에는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 중 하나인 국적계속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적의 승계 문제도 관련이 된다. ILC는 2006년 ⌜외교적 보호
에 관한 규정초안」48) 제5조 제2항을 통해 국가승계로 인한 국적변동의

경우를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적계속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였다.49) 이로

써 국가승계 이후 자국민이 된 피해자를 위하여 승계국이 외교적 보호권

48)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in ILC 
Yearbook 2006, Vol.II, Part II.

49)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tate may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n respect of a person who is its national at the date 
of the official presentation of the claim but was not a national at the date of 
injury, provided that the person had the nationality of a predecessor State 
or lost his or her previous nationality and acquired, for a reason unrelated 
to the bringing of the claim, the nationality of the former State in a manner 
not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밑줄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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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절차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었다. 이는 책임승계

의 맥락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전통적 견해: 책임승계 부정론

I. 이론적 근거

1. 일신전속성 및 국가주권평등원칙

선행국의 위법행위 책임이 승계국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

자들의 견해 내지 국내외 재판소의 판결이 일관적이지는 아니하다.50) 그

러나 대체로 전통적인 견해는 국가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시각에 입

각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51) 소위 책임승계 부정론이란 승계국은 선행국

이 국가승계 이전에 행한 국제위법행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논리는 국가승계에 관한 고전적 이론들에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토주권 변화 시 해당 영토와 관련하여 선행

국을 구속하던 권리 또는 의무는 승계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해

당 영토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새로운 주권국은 이전의 권

리,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편의상 두 견해를 계속론과 단절론이라고 할 때 소위 계속론을

50) ILC Report 2016 (A/71/10), p.401, para.6.
51) ILC Report 2017, 69th session, 1 May – 2 June and 3 July – 4 August 2017 

(Doc. A/72/10), p.204, para.220; 학자들의 견해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482;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2; Bin Cheng,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tevens & Sons (1953), pp.167-168; Lauterpacht, supra note 4, pp.131-132; 
Pavel Šturm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e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016), Vol.48, p.656; Shaw, 
supra note 10, p.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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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승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계속론에 입각한 학자들 중 Grotius는 보편적 승계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는 어떤 영토에 대한 통치자의 변화는 단지 통치 주체의 변화

만을 의미할 뿐 영토상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지는 아니한

다고 보았으며, 다만 통치자가 공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사적으로

행한 행위의 경우 그의 몰락과 함께 권리, 의무관계도 소멸한다고 보았

다.52) 주권개념의 발달과 함께 주권의 변화와 정부의 변화를 구분하던

시대에 등장한 Gabba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주권의 변화든 정부의 변

화든 ‘민족’(peopl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리하여 주권의 변화는 허구적 요소인 정치적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질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고, 가령 조약과 같이 정치적 성

격을 가진 의무는 주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나 경제적, 사법적 문제와

같은 가산적 성격(a patrimonial character)의 것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였다.53) Huber는 유기체론을 주장하였는데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승계 이후에도 모두 계속된다고 보았다.54) 이

같은 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영토주권의 변화에도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

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입장을 표방했음에도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성

이 부정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통치권 변화에도 영토나 국민이라는 사실

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승계시 변화되는 것은 통치

자 또는 통치권에 부착된 요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령 불법행위

책임은 순수하게 인적속성을 지닌 것이어서 승계대상이 아니라고 하였

다.55)

이 같은 관점은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이 ‘인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승계시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다.56) 이들은 “인적 소권은 인격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진다”는

52)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9.
53) Ibid., p.11.
54) Ibid., p.13.
55) Max Huber, Die staatensuccession. Völkerrechtliche und staatsrechtliche 

praxis im XIX. jahrhundert, Leipzig, Duncker & Humblot (1898),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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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격언에 기초하여 책임승계를 부정한다. 국제법상의 의무는

소멸된 국가가 처해 있던 상황이나 자질, 이익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적 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57) 설사 선행국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an action ex delicto)에서 기인한 책임은

상속되지 아니한다는 로마법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선행국의 위법행위 책

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진다.58) 유기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이 국가가 소멸하여도 해당 영토 내의 주민들은 그대로 거주한다는 점에

서 단지 국가승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행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시에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59) 그러나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미 소멸해버린 법적 유기체(legal

organism)의 일신전속적(strictly personal) 책임까지 승계국에게 부담하

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60)

책임불승계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국가주권의 평등원칙 및 국가의 독

립성에 있다.61) ILC가 작성한 1949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선언초

56)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660;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442;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p.169; 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Kreća in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이하 “Croatian 
Genocide”], Judgment, I.C.J. Reports 2015, p.492, paras.65.4.

57) Arrigo Cavaglieri, “Règles générales du droit de la paix”, Recueil des cours 
(1929-I), Vol.26, p.374; Manlio Udina, “La succession des Etats quant aux 
obligations internationales autres que les dettes publiques”, Recueil de cours 
(1933-II), Vol.44, p.767.

58) Cecil J.B. Hurst,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Tort”, British Y.I.L. (1924), 
Vol.5, p.177; “Actions which will lie against a man under either the civil or 
the praetorian law will not always lie against his heir, the rule being absolute 
that for delict — for instance, theft, robbery, outrage, or unlawful damage — 
no penal action can be brought against the heir. [...]”(Institutes of Justinian, 
Book IV, Title XII, Art.1).

59) Johann Caspar Bluntschli,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translated by M.C. 
Lardy, Librairie Guillaunin et Cie (1881), p.75. 

60)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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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62)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는 독립권을 가지며 타국의

간섭 없이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누린다. 국가승계 이후

탄생하게 된 승계국 또한 선행국의 법인격과는 상이한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등장한 주권국가이다. 그러한 국가가 스스로의 행위

도 아닌 선행국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오직 국제위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국가

만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관념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63) 국가책임법

초안 제1조의 기본원칙 즉, 국가는 오직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책

임을 진다는 원칙64)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65) 국가승계라는 것이

항상 복수의 국가가 관련되어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상이라는 측면을 고

려할 때66) 선행국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법적 실체인 승계국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전술한 소위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일부 학자들은 책임을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립된 관습법이 부재

하다는 점이나 국가 실행의 불일치 등을 책임 불승계의 근거로 제시하기

도 한다.67)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는지, 혹은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실행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함으로써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의 최근 실행은 비록 협약이라는 수단을 통하

고는 있지만 분명 책임승계가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

61) Dumberry, supra note 3, p.43; Václav Mikulka, “State Succession and 
Responsibility” in James Crawford, Alain Pellet and Simon Olleson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93.

62) Draft Declara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in ILC Yearbook 1949,  
pp.286-290.

63)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11, p.439. 
64) James Crawfo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이하 “ILC Commentaries”], Commentaries on Art.1, para.6.

65) Dumberry, supra note 3, p.44.
66) Marek, supra note 27, p.10.
67) Czaplinski, supra note 11, pp.353-354; Schachter, supra note 11, p.256;  

Šturma, supra note 51, p.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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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2. 국적계속원칙 미충족의 문제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란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가해국에 책임을 추궁하

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외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간접적으로 그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국가를 침해한 것”이라는 Vattel의 의제에 기초한

것으로 국가의 전속적 권리로 취급되었다.68)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

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요건의 충족이 요구되는데 국적계속의

원칙 및 국내구제 완료의 원칙이 그것이다. 국적계속의 원칙이란 피해의

발생 시부터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국제청구를 제기할 때까

지 피해자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

내구제 완료의 원칙이란 피해자가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을 모두 시도한 이후에도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적국의 국제청구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국적

계속의 원칙이다. 특히 책임승계의 문제인 가해국의 의무 승계와 피해국

의 권리 승계 중 후자의 문제에 관계가 된다.

피해자의 국적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하게 되면 국적의 계속성을 유지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사인이 피해를 입은

시점에는 A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청구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국가승계가 발생하여 B국의 국민으로 되었다면 피해 사인은 어느 국가

로부터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피해 시점에는 국적국이

었으나 국제청구 제기 시점에는 더 이상 국적국이 아닌 A국으로서는 청

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새로이 국적국이 된 B국으로서는 피해 시점에

국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적의 ‘계속’을 인정받지 못해 청구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국적국이 국가승계를 겪게 되면 피해

68) 정인섭, supra note 22,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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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이 같은 이유는 실제 국가책임 불승계의 요인으

로 기능하였다. 러시아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간의 분쟁

이 문제가 되었던 1939년 PCIJ의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

건69)에서는 국적계속의 원칙이 갈등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II. 사법기구 판결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승계의 사례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사건

은 1923년의 Robert E. Brown 사건70)과 1925년의 Hawaiian Claims 중

재사건71)이다.72) 영미중재위원회(the U.S.-Great Britain Arbitration

Commission)는 두 사건 모두에서 선행국의 소멸과 함께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두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국적계속원칙이 문제가 되어 책임승계가 부정되었던 PCIJ의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한

다.

1. 책임승계 자체가 문제된 경우

(1) Robert E. Brown 중재사건

1899년에서 1902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보어전쟁(the Boer War)

69)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Judgment of 28 February 1939, P.C.I.J., Series 
A/B, No.76.

70) Robert E. Brown Claim (United States v. Great Britain), American & British 
Claims Arbitration, Claim No. 30, in U.N.R.I.A.A. (1923), Volume VI, p.120.

71) Frederick Henry Redward Claim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이하 
“Hawaiian Claims”], American & British Claims Arbitration, Claim No. 85; 
U.N.R.I.A.A. (1925), Volume VI, p.157.

72) ILC Yearbook 1962, Vol.II, pp.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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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아프리카의 보어 공화국은 대영제국에 병합되었다. Robert E.

Brown 사건은 보어 공화국이 영국에 병합되기 이전 미국 국적자였던

Brown에게 행한 위법행위가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이로써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73) 1910

년 영국과 미국 간 보어전쟁 이후에 발생한 금전채권(the pecuniary

claims)을 다루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협약74)을 체결하면서

중재를 통한 해결이 결정되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75) Brown은 1895년 6월 18일 남아프리카 공

화국 대통령의 성명(proclamation)에 따라 1200여 개의 광구(mining

claims)에 대한 금광채굴권(gold mining concessions)을 가지게 되었는

데, 동년 7월 18일에 성명의 내용을 중지한다는 발표에 따라 채굴권을

잃게 되었다. 보어 공화국은 세 차례의 성명을 통해 Brown의 채굴권을

거부하였고, Brown은 채굴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보어공화국이 영국에 병합되었고 1903년 미

국은 자국민인 Brown을 대신하여 영국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1903년 11월 14일 영국 외무부는 미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시민 Brown이 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제기한 청구를 신중히 고

려한 결과 청구의 내용이 지난 정부가 Brown에게 채굴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지난 정부 재판소의 부정한 또는 불법적

인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76) 그러면서 정복

국가가 부채(debts)가 아닌 청산되지 아니한 손해(unliquidated damages)

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인정된 바 있는지 여부 및 Brown이

제기한 청구의 입증 가능성이나 정도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들어본 적이 없

다고 하였다.77) 따라서 국제법상 Brown이 이전 정부에 제기한 청구가

73) Hurst, supra note 58, p.163;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2.
74) Special Agreement for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f Pecuniary Claims 

Out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H. R. Doc. No.97, 
62d Cong. 1st Sess., signed at Washington on 18 August 1910.

75)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p.121-128
76) Ibid.,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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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국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

다.78) 사건은 물적 재산권(real property rights)의 일부 또는 전부 거부

에 기초하여 중재에 회부되었다.79)

1913년 미국이 제출한 의견서(Memorial)에 따르면 Brown의 청구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말기 재판소의 재판거부(a denial of justice)에 기초한

것으로 Transvaal 정부의 정복 및 병합에 따라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영국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80) 그러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병

합국에 이전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

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영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 전체를 정복(conquest)을 통해 취

득(acquired)하고 전체 주권을 완전히 승계함으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을 대체하여 온전히 사라지게 하였으므로 대영제국은 사라진 국가(the 

defunct Republic)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에 구속되며 그러한 채무가 판

결에 의한 채무(judgment debts)라는 속성을 지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

다. 게다가 영국은 전술한 사라진 국가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해제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그러한 의무들이 부동산 및 그에 따른 이익의 불

법 취득 또는 박탈(tortious taking or deprivation)에서 기인한 것이거

나 그에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러한 불법 취득 또는 박탈에서 기인한 불

법 소유(illegal possession)가 대영제국의 주권당국 하에서 확인되고 보

호된 경우에 그러하다.”81)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전거도 제시하지 아

니하였으며 단지 재판소에 의한 재판거부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을 뿐이다.82) 만약 Brown에게 금광채굴권이 존재하였다면 병합국도

존중해야 하는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가능했을 것이나 당시

77) Ibid.
78) Ibid.
79) Ibid.
80) Hurst, supra note 58, p.164.
81) United States’ Memorial, in Hurst, Ibid.
82) Hurst, supra note 58,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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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정되었던 금광채굴권을 획득하는데 실

패함으로 인한 손해배상뿐이었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병합국에 승계된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상기 인용

문의 주장을 통해 Brown의 손해배상 청구를 특정 광구에 대한 청구로

전환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83)

영국은 이전 정부가 자행한 위법행위 책임이 영토를 병합한 국가에게

승계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84) 영국은 답변서를 통

해 국가책임의 불승계에 관련되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실행

과 국내 판결, 학자들의 견해 및 관련 원칙들을 상세히 적시하였고, 특히

선행국의 위법행위 책임이 병합국에 승계된다는 가정이 부적절하며

(unsound) 그러한 원칙은 국제법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당성이나 합리

성의 측면에도 반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85) 미국은 재판거부가 남아

프리카 시절에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후 Brown 사건을 대하는 영국 관

리의 행위로 인해 대영제국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과 남아프리카 공화

국과 관련하여 영국이 종주국으로서 지고 있는 금전 관계로 인해 영국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86)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판정 결과를 통해 미국의 주장을 인

정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책임이 대영제국에 이전(passed)된다거나 대영제국에 의해 인

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한다. 보어 군대의 항복 시점에 제시되었던 

강화협정상의 문언이나 병합 선언(the Proclamation of Annexation) 어

디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책임 추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확

인되지 아니한다.”87)

재판소는 병합 시점에 Brown 사건이 남아 있던 상태에 더하여 영국관

83) Ibid.
84)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130.
85) Hurst, supra note 58, p.165.
86)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130.
87)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Ibid.,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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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재판거부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미국의 주장은 정복을 통해

영토를 병합한 국가가 책임을 인수(assume)한 바가 없음에도 선행국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

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88) 결론적으로 Brown에 대한 남

아프리카 보어 공화국 정부의 재판거부는 인정되었으나 병합 이후 대영

제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의 청구는 기각되었다.89)

판정 결과와 관련하여 Hurst는 선행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영토

를 정복 또는 병합한 국가에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설명한다.90) 그러나 Volkovitsch는 외견상 동 판정 결과가 책임의 불

승계 원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에 관한 일반원칙 수립의 기초라

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91) 청구인인 미국은 불승계

원칙에 기초하여 의견을 개진하지도 아니하였고 중재위원회 또한 동 사

건에 국가승계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92)에

서 동 사건을 국가책임 불승계 원칙의 대표 판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

다는 것이다.93) 실제로 판정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영국이 Brown의 청

구를 무산시키기 위해 별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는 점과

영국의 종주권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거부한 점에 있었다. 책임승계에

관한 재판소의 입장은 “정복을 통해 영토를 병합한 국가가 책임을 인수

한 바가 없음에도 선행국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94)라고 한 재판소의 설시

88)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Ibid., p.130.
89)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Ibid., p.131.
90) Hurst, supra note 58, p.165. 미국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병합국이 소멸한 선행국의 

모든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라
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책임에 관한 주장을 견지할 의사가 없음을 구두변론
에서 밝힌 바 있다(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130).

91)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4.
92)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129. 관련 원문: “[...]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is was simply a pending claim for damages against 
certain officials and had never become a liquidated debt of the former State. 
Nor is there, properly speaking, any question of State succession here 
involved. [...]” (밑줄 강조 추가).

93)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4; Dumberry, supra note 3, p.77.
94)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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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직 방론(dictum)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95)

무엇보다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졌던 Hawaiian 중재사건에서 영국과

미국이 책임(불)승계의 문제에 대해 각기 Brown 사건에서와는 다른 주

장을 펼침으로써 과연 책임의 승계 또는 불승계에 관한 각국의 명시적인

입장이 존재하긴 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96)

(2) Hawaiian Claims 중재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Hawaiian Claims 중재사건에서 영국과 미국은 각각

Brown 사건에서와 상반되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즉, 영국은 책임의 승계

를 주장하였고 미국은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였다.97)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98) 1895년 1월 7일 하와이 공화국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 하에서 일단의 영국인들이 체포 및 구금되었다. 하와이

정부는 재판을 받거나 하와이를 떠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

고, 일부는 하와이를 떠나고 일부는 조사 후 석방이 되었다. 영국은 외교

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하와이 공화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897년

12월 17일 영국의 청구는 거부되었다. 하와이 공화국이 미국에 병합된

이후 영국은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미국에 제기하였고, 1898년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1925년 사건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영국은 사법(private law)상 회사의 파트너쉽에 비유하여 자신의 주장

을 피력하였다.99)

95)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4; Mark Thompson, “Finders Weepers 
Losers Keepers: United States of America v. Steinmetz, the Doctrine of State 
Succession, Maritime Finds, and the Bell of C.S.S. Alabama”, Connecticut 
Law Review (1996), Vol.28, p.542.; Dumberry, supra note 3, p.77.

96) Thompson, Ibid., p.542.
97) Brown 사건에 관여하면서 책임의 불승계에 관한 입장을 피력하였던 Hurst는 

Hawaiian 사건에도 관여하였다. 그가 Brown 사건에 관여하면서 작성하였던 브리프 내
용이 동 사건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측면으로 인용되면서 그는 수모를 겪었다
고 한다(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4 note 111).

98) Hawaiian Claims, U.N.R.I.A.A. (1925), p.157.
99) Dumberry, supra note 3,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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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은 새로운 후원 하에(under new auspices) 국가의 생명이 지속되

도록 한다. 어떤 면에서 영토를 양도받은 국가는 새로운 파트너를 가지

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가진다는 것은 (파트너쉽에: 저자 주) 

종속된 자의 의무가 파트너쉽에 참여한 회사의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100)  

이는 A, B 두 개의 기업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하나(B)가 된 경우

파트너쉽 형성 전의 기업(A)에 속한 의무가 파트너쉽 형성 이후에는 그

기업(B)의 의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 간

병합은 기업의 파트너쉽과 유사한 것이어서 병합 이전에 피병합국이 지

고 있던 의무는 결국 병합국의 의무가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영국은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의무의 문제에 관련되는 전거가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결정들이 그에 대해 완벽히 침묵”하고 있어 국가

실행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영국의 주장이 지지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

정하였다.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형평의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책임승계를 주장하였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하와이가] 연합(coalition)하게 된 정치

적 상황과 같은 구체적 상황(circumstances)을 살펴본 후 상식이나 형

평,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02)

이와 함께 “모든 의무가 단순히 사라진다(perish)는 것은 분명 고도로

부당하고 형평하지 아니하다(unjust and inequitable). 하와이 정부에 대

한 개인의 청구가 완전히 정당한 청구(a perfectly just claim)임에도 해

당 정부가 미국과 자발적인 연합을 형성하였다고 해서 단순히 소멸한다

는 것은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반하는(repugnant) 것이다”라고

100) Synopsis of the Argument of Counsel for Great Britain, Hawaiian Claims 
Case, in Fred K. Nielsen, American and British Claims Arbitration, Report, 
Washington, G.P.O. (1926), p.94.

101) Synopsis of the Argument of Counsel for Great Britain, Hawaiian Claims 
Case, Ibid., pp.88-89.

102) Ibid.,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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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103)

영국은 특히 국가승계 유형상의 차이를 근거로 Hawaiian 사건이

Brown 사건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Brown 사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정복으로 소멸되었지만,

병합에 대한 공동결의(the Joint Resolution of Annexation)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공화국은 미국에 자발적으로 이양되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104) 즉, 두 국가가 합쳐지는 과정에

서 확인되는 자발성 여부가 책임승계의 결과 또한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

다. 영국에 따르면 미국은 하와이 영토를 취득하면서 하와이를 구속하고

있던 의무들까지 취득하였으며, 이처럼 두 국가가 자발적으로 연합을 형

성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이든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든 모든 의

무가 승계된다고 주장하였다.105)

미국은 타국을 흡수통합(absorb)하는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칙은 사실상(practically) 존재하지 아니하며106) 국제법상 소멸된 국가

(a defunct State)가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흡수통합한 승

계국이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였다.107) 또

한 위원회가 설사 하와이 공화국에 의한 영국민 구금과 관련하여 국제법

상 배상이 요구된다고 결론 내린다 하더라도 본 사건 청구인의 구금과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상 유효한 청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8)

이에 영미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영국의 주장을 기각하였

다.

“우리는 (영국에 의해 주장된: 저자 주) 그러한 구분을 받아들일 수 없

103) Ibid., p.92.
104) Hawaiian Claim, U.N.R.I.A.A. (1925), p.158.
105) Synopsis of the Argument of Counsel for Great Britain, Hawaiian Claims 

Case, supra note 100, p.91.
106) Brief filed by Fred K. Nielsen, American Agent, Hawaiian Claims Case, in 

Neilsen, American and British Claims Arbitration, supra note 100, p.95.
107) Ibid., p.107.
108) Ibid., p.132.



- 30 -

다. 첫째로 그러한 주장은 불법행위 책임의 승계를 일반원칙으로 인정

하면서 정복에 의한 승계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Brown 사건에서 부정되었으며 

[...] 또한 국제법상 어떤 법적 단위(a legal unit)가 정복에 의해 종료된 

경우와 다른 단위와의 합병(merging) 또는 흡수(swallowing up)에 의한 

종료의 경우를 구별해야 할 실익이 보이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이든 불

법행위를 자행한 법적 단위는 사라지는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그와 함께 소멸한다.”109)

이 같은 재판소의 판정과 관련하여 Dumberry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

국의 책임이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평가한다.110) 첫째로 Hawaiian 사건에

서 불법행위는 선행하던 독립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1893

년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고 미국에 의해 수립 및 통제를 받고 있던 괴

뢰정부(puppet government) 통치의 소위 ‘하와이 공화국’에 의해 자행되

었다. 따라서 당대에도 유효하였던 오늘날 국가책임법 초안 제17조의 원

칙에 따라 미국의 책임이 인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111) 둘째로 하와

이 공화국의 행위는 미국에의 병합을 희망하였던 반란단체(rebel)의 행위

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2항의 성공한 반란

단체의 행위로서 미국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2)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직접적으로 국가책임의 승계 또는 불승계와 관

련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두 가지 근거 모두 미국 또는 반란에

성공한 단체의 자기책임이 인정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는 맥락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109) Hawaiian Claim, U.N.R.I.A.A. (1925), p.158.
110) Dumberry, supra note 3, pp.80-83.
111) 국가책임법 초안 제17조는 타국이 국제위법행위를 행하도록 그 국가를 지시하고 통

제한(directs and controls) 국가는 (1) 그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
고 (b) 그 국가가 행하였어도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였던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국제책
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112)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2항은 기존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그 통치하의 영토에서 
새로운 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 또는 기타 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신생국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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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계속원칙이 문제된 경우: Saldutiskis Railway Co. 사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1918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에 국유화된 회사를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

사하였으며 양측은 국적계속 원칙의 충족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

였다. 최종적으로 재판소는 문제의 회사가 리투아니아 내에서 국내구제

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국가승계 시 국

적계속의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시사점이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113)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

시아 제2급 철도 제1회사(First Company of Secondary Railways in

Russia, 이하 ‘제1회사’)가 설립되었고, 설립법규(statutes)는 러시아 제국

(the Russian Empire)의 칙령(decree)에 의해 승인되었다. 동 회사는 러

시아의 각 지역에 철도를 비롯한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발트 지역을 통과하는 파네베시스-살더티스키스

(Panevezys-Saldutiskis) 노선이었다.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몇 차례 제재

및 설립법규의 개정 압박을 받아 오다가 1917년 10월 혁명 직후인 12월

14일 러시아 중앙행정위원회의 국유화령에 따라 동 철도회사도 국유화되

었다. 그러나 1918년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국

가승계가 발생하였고, 1919년 리투아니아 정부는 리투아니아의 일부가

된 파네베시스-살더티스키스 노선을 국유화하였다. 1920년 2월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발트 지역 내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

아와 각기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승인하였다.

러시아는 1920년 2월 2일 에스토니아와 체결한 타르투 조약(the

Treaty of Tartu)을 통해 혁명 이후 첫 번째 칙령으로 국유화되었던 에

스토니아 소재 사유재산 및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에스토니아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에는 제1회사가 포

함되어 있었다. 에스토니아는 권리가 이전된 합자회사들의 주주총회 시

113)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Judgment of 28 February 1939, P.C.I.J., 
Series A/B, No.76,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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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잠정 규칙들을 발표하였고 여의치 않을

경우의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1923년 에스토니아는 제1

회사의 철도 노선 중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한 노선을 국유화하였고, 제1

회사는 동년 11월 탈린에서 진행된 주주 총회에서 에스토니아 국내법에

따라 설립법규를 개정하고 회사 명칭을 “에시메네”(Esimene Juurdeveo

Raudteede Selts Venemaal)로 변경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 측에 1919

년의 국유화 행위에 대해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1937년 에스토

니아 정부가 PCIJ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리투아니아는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의 국유화령에 의해 1919년 시점에

는 해당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문

제의 회사가 리투아니아법상의 국내구제를 모두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국유화 시점에 해당 회사와 에스토니아 사이에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

다.114) 즉,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인 국내

구제완료 원칙과 국적계속의 원칙 미충족을 이유로 재판소의 관할권 부

재를 주장하였다.

에스토니아는 국적계속원칙의 엄격하고 절대적인 준수는 요구되지 아

니하며 학자들의 견해나 이전의 판결 결과들을 보건대 상황에 따라 예외

의 인정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5) 특히 국적계속의 원칙에 관

한 기존의 판결들은 국가승계로 인한 영토 변경의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

114) Ibid., p.16. 다만 재판소는 리투아니아가 제기한 두 번째 선결적 항변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유화 시점에 해당 회사가 존재하였는지 및 에스토니아가 
체결한 타르투 조약의 해석이 필요하여 본안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Ibid., pp.17-18). 이에 대해 De Visscher 및 
Count Rostworowsk 판사는 공동 개별의견을 통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1919년
에 제1회사가 에스토니아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바 재판소는 에스토니아의 주
장을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Separate Opinion by M. De Visscher and Count 
Rostworowski, in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case, pp.27-28). Erich 판사도 
개별의견에서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115) Observations et conclusions du gouvernement estonien, 20 April 1938, in 
P.C.I.J. Series C, No.86, The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case, Application 
and Documents of the Written Proceedings,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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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116) 동 사건의 경우 국가승계에 따른 비자발적 국적 변경의 사

례이므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였다.117) 국제법은 결코 비자발적 이유로

타국의 국적을 가지게 된 자에게 운이 나쁘지만 국적을 유지하지 못하였

으니 더 이상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이다.118) 만약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적계속원칙의 충족을 요구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에스토니아의 주장이었다.119)

재판소의 판결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재판소는 국적계속의 원칙은 당

사자 간의 합의(agreement)를 통해 배제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 간 국적계속의 원칙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20) 또한 문제의 회사가 피해 시점에 에스토니아

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에스토니아가 입증을 해야 한다

고 하였다.121)

이와 관련하여 Jonkheer van Eysinga 판사의 반대의견은 주목할 만하

다. 그는 국적계속원칙의 절대적 성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리투아

니아가 동 원칙의 절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122) 국제법

상 성문화되지 아니한 규칙(an unwritten rule)이 실제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칙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일반적 고려를 제시하는 것만

116) Exposé de M. Le Baron Nolde (agent du gouvernement estonien), aux 
séances publiques des 14 et 15 juin 1938, in P.C.I.J. Series C, No.86, The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case, Public Sittings and Pleadings, p.475. 

117) Observations et conclusions du gouvernement estonien, supra note 115, 
p.188.

118) Exposé de M. Le Baron Nolde, supra note 116, p.4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Je 
ne crois pas qu'on puisse trouver dans le droit international positif de règle 
qui dise que, dans le cas où le changement de nationalité n'est pas 
volontaire - il ne s'agit pas ici de chercher une protection pour défendre un 
droit-que dans les cas où, sans sa volonté, l'individu est devenu sujet d'un 
autre pays, c'est fini: vous avez eu le malheur de changer de nationalité, 
vous n'avez plus de protection internationale, puisque la chaîne de la 
persistance de la nationalité a été brisée.”

119) Exposé de M. Le Baron Nolde, Ibid., p.474.
120)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Judgment, p.16.
121) Ibid., pp.16-17.
122) Dissenting Opinion by Jonkheer van Eysinga, in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case,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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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법적 상황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

는 규칙인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동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는 것이다.123)

그는 동 사건이 국가승계로 알려진 국제법 영역의 분쟁이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문제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규가

없음을 지적하였다.124) 그럼에도 모든 측면에서 신생국의 법적 관계는

선행국의 법적 관계를 승계함으로써 그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였으며, 외

교적 보호권의 경우도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125) 다시 말해 국가승계로

탄생한 신생국이 선행국의 법적 관계를 계속하여 승계하는 것처럼 외교

적 보호권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126) Van Eysinga

판사는 모든 법적 관계가 승계된다는 주장을 기초로 부채가 승계되는 것

처럼 위법행위를 자행한 제3국에 대한 청구 또한 신생국에 승계되지 아

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27) 그러므로 에스토니아가 이전에는 러

시아에게만 허용되었던 청구의 권리를 승계 받아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128) 승계국은 이전에 선행국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

되었던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는 것이다.129)

이 같은 van Eysinga 판사의 견해는 1931년 국제법학회의 Cambridge

세션에서 시작되어 1932년 Oslo 세션으로 이어졌던 국가승계 시 국적계

속의 원칙에 관한 논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당시는 국가승

계 시 국적계속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이 겨우 생겨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고 van Eysinga 판사가 반대의견을

내놓을 시점에도 아직 생소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123) Ibid.
124) Ibid.
125) Ibid., p.32.
126) 이를 통해 보건대 van Eysinga 판사는 보편적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Dumberry, supra note 3, p.400), 보편적 승계가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원
칙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7)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540.
128) Dissenting Opinion by Jonkheer van Eysinga, supra note 122, p.32.
1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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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계속 원칙 미충족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하나의 사유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

중 하나인 국적계속원칙은 위법행위의 유책국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피해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한 경우에는

이처럼 책임승계를 회피하는 이론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3. 평가

Rebert E. Brown 중재사건이나 Hawaiian 중재사건의 판정 결과는

제국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었

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측면에서 Volkovitsch는 상기 두 사건의 판정

결과가 제국주의 기치 하 강대국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세계 현실에 맞지 않는 서구 우월주의의 관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판한

다.130) 미국 대외관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에도 이들 사건은 “식

민지시대(the age of colonialism)의 유산”이었다고 설명되고 있다.131) 식

민 강국(colonial power)들은 당시 비문명국이라 간주되었던 피식민국가

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규칙이 수립되는 것에

반발하였다는 것이다.132)

Hurst는 전술한 논문에서 Brown 사건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만약

정복국이 피정복국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모든 미청산 청구 관련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었다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결과가

130)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5; 그는 국가책임의 승계 또는 불승계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도 제국주의 및 식민지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
명한다. 즉, 영국과 미국 모두 여러 식민지를 보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Brown 사건과 
Hawaiian 사건에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던 것처럼 각각의 식민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어느 한 쪽도 책임
의 승계 또는 불승계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관습국제법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Ibid., p.2186).

131)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209 
reporter’s note 7. 또한 “한 세기 이후 이들 사건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
다”고 설시되어 있다.

1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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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었을 것이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133) 즉, 책임승계원칙은 규모가 작고 퇴보하는 국가(a small and

backward State)가 보다 잘 통치되고 좀 더 발달한 주변국의 압력에 저

항하여 자국 내의 무정부상태 및 실정을 영속하면서 주변국들로부터의

간섭 및 주변국에의 흡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결

론적으로 국제법상 그러한 규칙의 존재는 실정(misgovernment)을 가중

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134) 이 같은 주장은 약소국과 강대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약소하고 문제가 있는 국가는 좀 더 나은 강

대국에 정복되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현대 국제

법의 기본 원칙인 국가주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주장은 문명국이 부실한 국가(a

backward State)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제국주의적 가

치에 기초한 것이고 그 같은 관점이 다음에 인용된 재판소의 판정 결과

에 투영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이다.135)

“모든 재산권들이 현저히 불안정해진 시스템 하에서 기초적인 정의라

는 이익을 위해 영국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었으며 종국에 국가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영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자 주) 병합은 재산권

이 존중되는 모든 국가에서 당연시되는 그러한 정의 및 공정의 원칙이 

향후 해당 지역에서 검증 및 적용되도록 만들기 위한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136)

이 같은 판정문상의 내용은 당시 만연해있던 제국주의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며, Brown 사건이나 Hawaiian 사건의 판정 결과에는 이 같은 시대

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렇다면 오늘날의 변화된 국제사회에서는 현재의 시대상 또는 가치를 반

영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타당하지 아니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133) Hurst, supra note 58, p.178.
134) Ibid.
135) Volkovitsch, supra note 14, pp.2185-2186.
136) Robert E. Brown Claim, U.N.R.I.A.A. (1923), p.129.



- 37 -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이 시대적 관련성을 가지려면 (상기 판정문과 같

은: 저자 주) 그러한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었던

수사나 끔찍한 이론을 저버려야(abjure) 한다”는 비판은 참조할 만하

다.137)

Volkovitsch는 구제의 거부(the denial of remedies)가 ‘재판거부’라는

측면에서 불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138) Brown 사건과

Hawaiian 사건 모두 ‘재판거부’라는 측면에서 국제위법이 문제되었던 사

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139) 그리하여 설사 두 개의 판정 결과가 ‘재판거

부’와 관련하여서는 책임불승계에 관한 선례로서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받을지라도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령 전쟁범죄

나 초국경적 오염과 같은 좀 더 중대한 불법행위 관련 사건에서 승계국

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

다.140) 이 같은 주장은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승계를 인정

해야 한다는 그의 논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건 모두 그 판정 결과가 이후

Lighthouses 중재사건에서 부정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141) 물

론 Lighthouses 중재판정 이후 책임의 승계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형성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Brown 사건이나 Hawaiian 사건

판정 결과 즉, 국가책임 불승계 원칙의 위상에 타격이 발생하였음은 부

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적계속의 원칙을 이유로 책임의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는 오늘

날의 국제법 현실에서 더 이상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이미 ILC는 국가승계의 경우 국적계속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

다는 내용을 성문화한 바 있다.142) 이 같은 성문화 내용이 단지 있어야

137)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86.
138) Volkovitsch, Ibid., p.2166, note 12.
139) Volkovitsch, Ibid., p.2187.
140) Ibid.
141)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4 July 1956.
142) 2006년 ILC 외교적 보호 규정초안 제5조 2항. 다만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며 새로운 국적 취득이 국제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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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법(lex ferenda)의 측면을 고려한 것일 뿐 확립된 일반국제법은 아니

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적계속원칙의

애초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비자발적 국적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143) 국적계속의 원칙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본

래의 국적을 강대국의 국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원칙144)으로 국가승계로 인한 비자발적 국적변경의 경우는 그러한 의도

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국적을 변경당한 개인에게 자

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이유로 국제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

하는 것은 인권의 보호가 국제법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오늘날의 국제법

현실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제3절 새로운 견해: 책임승계 가능성의 인정

I. 이론적 근거

1. 국가책임법 초안 채택과 객관적 책임원칙 도입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은 행위의 1차규칙을 규정하기보다는 1차규칙

위반 시 적용되는 행위의 2차규칙에 대한 법전화를 시도하고 있다.145)

다시 말해 위반 시 국제책임을 야기하는 국제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책임이 야기되는

일반적인 조건 및 그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46) 그리하여

하지 않아야 한다.
143) 同旨,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538-539.
144) 정인섭, supra note 22, 458면.
145) Crawford, ILC Commentaries, supra note 64, p.74. 
146) Ibid.; 이러한 1차규칙과 2차규칙의 구분에 관한 지적 기원(intellectual origins)이 

H.L.A. Hart의 구분 방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륙법계의 법리(continental 
jurisprudence)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국가들의 특별한 의무를 일반적인 조약으로 
구체화하는데 실패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택하게 된 방법인지는 불분명하나 그러한 구분
이 필수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ILC 주석의 설명이다(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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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된 의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동일하게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야기한다.147)

1, 2차규칙을 구분하는 관점은 고의나 과실, 손해발생과 같은 요건을

국가책임법의 규율범위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령 제노사이드

의 경우 고의성 요건의 충족이 요구되나 우주손해배상조약의 경우 무과

실책임을 규정한다. 그런데 이처럼 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1

차규칙의 문제인 것이다.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2차규

칙을 규율하는 국가책임법의 영역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2001

년 국가책임법은 주관적 속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책임주의를 도입하였으

며, 국제법의 모든 규칙 위반들을 그 규칙의 연원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단일한 2차규칙들에 종속시키고 있다.148)

또한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유발하는 국내법상의 위법행위와 달리

국제법상 형사처벌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특히 국가 자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진다.149)

따라서 국제법에서의 책임추궁은 주로 국내법상 민사책임의 추궁과 유사

한 형태를 취하며, 그마저도 국내법상의 민사책임과 달리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150) 국가책임의 전체적인 구조는 국

가들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에 관한 것보다는 국가들

상호간에 지고 있는 2차의무 즉, 손해배상에 기초하고 있다.

147) 당초 ILC의 관심은 외국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즉, 타국 국민에게 가한 침해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본국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는 ‘간접침해’의 문제에 있었다. 그러
나 이에 관한 국가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규명하는 데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과제와 국가
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규명하는 작업의 엄격한 구분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
다(ILC Yearbook 1970, Vol.II, p.306). 여기서 ‘국가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들’
이 바로 국제법의 1차규칙으로 불리는 것으로 가령 외국인의 대우를 비롯하여 해양법, 
인권법, 환경법, 국가관할권 등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들에게 
부과된 국제의무들을 지칭한다(김대순, supra note 45, 641면, 각주4). 행위의 2차규칙
이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의미하며, ‘국가가 이들 국
제의무의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규칙’을 말한다(Ibid.).

148) 김대순, supra note 45, 646면.
149) 정인섭, supra note 22, 404면.
1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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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1년 국가책임법 채택 이후 객관적 책임원칙이 도입된 현대

국제법체제상 국내법 특히 형사법상의 주관적 책임론에 기초하여 책임승

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151) 승계의

대상이 되는 국가책임은 손해배상의 개념과 유사한 2차 규칙상의 의무에

관한 것이며, 책임승계를 통해 승계되는 대상은 책임을 야기한 불법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따른 2차적 권리 및 의무 관계 즉, 2차규칙

(secondary rules)의 문제라는 것이다.152)

근대 국제법의 발달 초기에는 주로 로마 사법상의 상속 이론이 국가승

계에 유추적용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적 소권은 인격의 소멸과 더불

어 사라진다”는 로마법상의 격언이 국가책임 승계 부정의 근거로 제시된

다. 그러나 국가승계의 법리가 사법상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이 국제법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는 회의적이다.153) 주지하다시피 국내법을 이

유로 국제법의 불이행을 변명할 수는 없으며 국제관계에서 국내법은 규

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될 뿐이다.154) 동일한 내용의 국제법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한, 가사 동일한 내용의 국제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내

법상의 원칙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게다가 국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국가승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나 불법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151) Dumberry, supra note 3, p.51. Dumberry는 국가책임 불승계 원칙의 엄격한 적
용에 반대하는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하며(Dumberry, supra note 3, pp.52-56)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가책임
법 초안 성안 과정상 특별보고자 James Crawford의 입장변화를 제시한다(Ibid., 
pp.57-58; also see supra note 9). 국내 학자의 입장으로는 임예준, supra note 12, 
193면.

152) Marcelo G. Kohen, “Succession of St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e Case for Codification”, in Marcelo Kohen, Robert Kolb and 
Djacoba Liva Tehindrazanarivelo (eds.),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166; ILC Report 2016 
(A/71/10), p.410, para.41; IIL Yearbook 2015, pp.517-520, paras.13-16.

153) 이근관은 국가승계법과 개인의 상속에 관한 사법 간에는 밀접한 역사적 관계가 존재
하는데 그것이 국가승계법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Lee, The Law of State 
Succession, supra note 2, p.2).

154) 정인섭, supra note 2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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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에게 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가령 자식의 신체침해와

관련하여 부모 등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가해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다.155) 이러한 불법행

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을 가지

며, 상속의 대상이 된다.156) 또한 이혼이나 약혼해제, 파양 등 가족법상

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일응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157)

또한 신체·자유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이미 청구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져 재산권으로 된 것은 상속된다. 이 같은 민법상의 상속 관련 내

용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민사 책임적 성격이나 선행국과 승계국 간 합

의를 통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관행 등과 맞물려 국가책임의 승

계 가능성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상속에 관

한 오늘날의 국내법은 단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개인의

소멸과 함께 모든 책임관계가 소멸된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155) 대판 1965.8.24. 65다1083. 피해 당시 그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유아도 장래에 감득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며(대판 1971.3.9. 70다
299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대판 1969.7.22. 69다684). 

156) 다만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연상속설
과 상속부정설의 학설이 대립된다(池元林, 『民法講義 (第14版)』 (弘文社, 2016), 
pp.1760, 1982). 구체적으로 특히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와 관련하여 당연상속설, 상속
부정설이 대립한다. 당연상속설이란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피해자
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즉 위자료청
구권이 발생하고, 이 위자료청구권은 보통의 금전채권이므로 포기했거나 면제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나(가령 대판 1969.4.15. 69
다268. 이 입장에 의하면 상속시 상속받은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가령 민법 제752
조에 기한 상속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병존한다.) 상속부인설은 즉사시 피해자의 위
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며, 민법 제752조가 근친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상속부인을 전제한 것이라
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
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다. 판례는 즉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을 전제하여,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속된다고 하여(대판 1966.10.18. 66다1335) 상
속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157) 이는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가령 대판 1993.5.27. 92므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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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Lighthouses 중재사건158)의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불법행위의 의무(delictual obligations) 또는 준 불법행위의 의무

(quasi-delictual obligations)가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적 근거로 ‘고도

의 인적’ 속성을 제시하는 일부 독일 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러한 주장이 실제로 법의 일반원칙으로 수립되었다면 민법(civil law)에서

도 마찬가지로 유효해야 할 것이나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반대로 마찬가

지로 ‘고도의 인적’ 속성을 지닌 사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의무는 일반적

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는 사법상의 원칙이 그 자체로 국가승계

의 사례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불법행위에 따

른 의무의 승계에 대한 항변 사유로 제기되는 논거가 효력이 없음을 지

적하려는 것이다.”159)

오늘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불법행위자의 사망 이후 그 행위

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신전속성 항변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평가되며160) 현대국제

법상 적용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161) 특히 이 같은 주장은 국가

책임법 초안 채택 이후 변화된 국가책임의 개념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서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162)

158) Lighthouses 중재사건은 1956년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 규칙으로 구성된 프랑
스-그리스 중재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PCIJ의 1934년 Lighthouses 
사건(Lighthouses Case between France and Greece, Judgment of 17 March 
1934, P.C.I.J. Series A/B, no.62)이나 1937년 Lighthouses 사건(Lighthouses in 
Crete and Samos, Judgment of 8 October 1937, P.C.I.J. Series A/B, no.71)과는 
구분을 요한다.

159) Lighthouses Arbitration, I.L.R. (1956), Vol.23, p.93.
160) Ibid.;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485.
161)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96.
162)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10, 

para.33.



- 43 -

2. 보론: 국적계속원칙의 예외 인정

피해자의 국적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하는 경우 국적계속의 원칙으로 인

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

다. 다시 말해 국가승계로 인해 권리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승계시 국적계속원칙의 준수를 강요함에 따른 문제

및 그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163) 일찍이 PCIJ

의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건에서 Jonkheer van Eysinga 판

사가 국적계속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였으

며,164) 1970년 ICJ의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Fitzmaurice 판사도

국가승계의 맥락에 국적계속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한 바 있다.165)

한편 이와 관련한 논의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국제법학회의 1931년

Cambridge 세션이었다. 동 세션에서 국가승계시 청구국적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인바 승계국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처음 제기되었던 것이다.166) 그

러나 당시 특별보고자였던 E.M. Borchard는 국가승계 시 국적계속원칙

의 예외를 인정하기 보다는 피해 사인이 직접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하자는 내용의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167) 1932년 Oslo 세션에서

관련 논의가 심화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청구 제기시에만 청구국의 국적

을 보유하면 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168) 최종적으로

163) 가령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538-539.
164) 본고 제2장 제2절, supra notes 122-129 해당 본문 참조.
165)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ment of 5 

February 1970, I.C.J. Reports 1970, p. 3, Individual opinion of Judge 
Fitzmaurice, pp. 100-101. 

166) La protection diplomatique des nationaux à l'étranger, in Annuaire I.D.I., 
1931-II, Vol.36, Session of Cambridge, pp.201 et seq. See the remarks by 
N.Politis, at pp.206-207; by M.F.L. de la Barra, at p.210; J.Brown Scott, at 
p.212.

167) La protection diplomatique des nationaux à l'étranger, Rapport 
supplémentaire, in: Annuaire I.D.I., 1932, Vol.37, Session of Oslo,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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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적 변경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행위에 의한 것이

라면 두 국가가 개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라는 내용의 개정 요구가 특별보고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위원

회는 국적계속원칙의 근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169)

국적계속원칙을 고수한 초안의 내용은 반대 29, 찬성 27, 기권 6으로 부

결되었고 최종적으로 아무런 결의도 채택되지 아니하였다.170)

세월이 흘러 1965년 Warsaw 세션에서 또 다시 국가승계시의 국적계

속원칙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171) 그리고 신생독립국의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피해 시점에 자국민이 아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신생국이 청

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었고172) 다른 승계유형의

경우는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지게 되었다.173)

한편 ILC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을 담당하였던 특별보고자 Dugard

는 국가승계로 인해 국적이 변화된 피해 사인에게 국적계속의 원칙을 강

요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국적계

속원칙의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까지

하였다.174) 그리하여 2006년 최종 채택된 외교적 보호 규정초안 제5조 2

항은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청구

제기 시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승계 시 국적계속원칙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외교적 보호권을 개인의 권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권리로 볼 것

168) Ibid., p.502.
169) Ibid., p.515.
170) Ibid., pp.524-525.
171) La protection diplomatique des individus en droit international. La 

nationalité des réclamations, in Annuaire I.D.I., 1965-II, Vol.51, Session of 
Warsaw, pp. 157 et seq. 

172) IIL Resolution on Le caractère national d’une réclamation internationale 
présentée par un Etat en raison d’un dommage subi par un individu, 
Art.1(b), in Ibid., p.260.

173) IIL Yearbook 1965-II, p.234; preamble to the IIL Resolution on Le caractère 
national d’une réclamation internationale présentée par un Etat en raison 
d’un dommage subi par un individu, in Ibid., p.260.

174) Addendum to First Report on Diplomatic Protection, by Mr John R. Dugard, 
Special Rapporteur, 20 April 2000, U.N. Doc. A/CN.4/506/Add.1, at par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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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관한 논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만약 개인의 권

리를 국가가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라면 국가승계 이후 승계국이 청구

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만약 국가의 권리라면 승계국은 선행

국의 권리를 승계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175)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승계 시 국적계속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조되어 왔던 국적계속의 원칙에 대해 오

늘날 국가승계시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념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권이라는 측

면이 강조되면서 권리구제가 부당하게 회피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

기되었고 새로운 법규범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측

면은 개인의 권리 또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승계, 다시 말

해 위법행위책임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혹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전제된 것이라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가승계 시 청

구권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적계속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외교

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승계 시 국적계속원칙의 적용에 대한 예

외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현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긍정적 단초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사법기구 판결

1. Lighthouses 중재사건176)

175)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540.
176)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4 July 1956, I.L.R. (1956), Vol.23, p.81;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 No. 12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4 July 1956, I.L.R. (1956), p.106.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의 논의대상인 Lighthouses 중재사건은 1956년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 
규칙으로 구성된 프랑스-그리스 중재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PCI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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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s 중재사건은 1860년 당시 오토만 제국의 점령 하에 있던

크레타 섬에서의 등대 관리 문제에 관련된 사건이다. 프랑스 회사 la

Société Collas et Michel은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등대 유지에 관한 양

허권(concession rights)을 확보하였는데, 1913년 그리스가 크레타 섬의

주권을 확보하고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양허를 박탈(expropriate)하

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래 양허를 소유하였던 프랑스 회

사는 그리스에 계약 또는 불법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제기한 27개의 청구와 그리스가 제기한 10개의 반소가 본 사건

에 관계되었다. 다만 본고의 논의 대상인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는 Claim No.12a, Claim No.4, Claim No.11 세 개의 청구가 논의 대상이

다.177)

그 중 Lighthouses 중재사건이 책임승계에 관한 새로운 시각 즉, 책임

의 승계 가능성을 인정한 국제재판소 판결이라고 설명할 때 제시되는 것

이 바로 Claim No.4에 대한 판정 결과이다. 제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

만 동 사건은 책임승계를 일반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책임도 경우에 따라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

며178) 위반된 의무의 내용이나 국가승계의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책

임승계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확인되었다.179) 이로써 책임

승계 부정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선행국의 국가책임도

승계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34년 Lighthouses 사건(Lighthouses Case between France and Greece, 
Judgment of 17 March 1934, P.C.I.J. Series A/B, no.62)이나 1937년 Lighthouses 
사건(Lighthouses in Crete and Samos, Judgment of 8 October 1937, P.C.I.J. 
Series A/B, no.71)과는 구분을 요한다.

177) 책임승계 문제에 관련되는 각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 
참조.

178)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483-484. Lighthouses 중재사건 이후 국가
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일률적 접근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제 학자들의 견해에 관하여는 Dumberry, supra note 3, pp.53-56 참조.

179)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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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oatian Genocide 사건180)

크로아티아는 1991년부터 1995년의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자행된 소위 제노사이드 행위가 SFRY에 귀속되며 제노사이드 협약에

위반된다는 가정 하에 책임승계에 관한 쟁점을 예비적으로 제기하였

다.181) 이 같은 크로아티아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 기초하고 있었다.

첫째, 이러한 승계는 국가승계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을 적용한 결

과이며 같은 맥락의 판결로는 Lighthouses 중재사건을 들 수 있다.182)

둘째, FRY는 1992년 4월 27일의 선언183)을 통해 SFRY가 체결한 조약

상의 의무 뿐 아니라 SFRY의 조약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84)

세르비아는 이러한 예비적 주장의 내용이 크로아티아가 구두절차 과정

에 새로이 제기한 주장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게다가 제노사이드 협약의 어느 조항에도 승계로 인한 책임의 이전에 관

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승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협약의 범위

180)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Judgment, I.C.J. Reports 2015 [이하 
“Judgment 2015”], p.3. 1999년 7월 2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제노사이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1월 12일 발효)) 위반을 이유로 FRY를 ICJ에 제소하였다. 본 건의 경우 선결
적 항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관할권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관련되었으나 본고의 
논의 방향에 따라 책임승계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한다.

181) Judgment 2015, p.53, para.106.
182) Ibid., p.53, para.107. 크로아티아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승계국이 선행국의 위법

행위(wrongdoing)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책임
이 이전될 수 있다”라고 하였던 Lighthouses 중재사건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언급
하며, 주어진 사안의 특별한 사실 관계에 따라 책임 승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책임이 승계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SFRY의 분열은 구성국들 
간 무력투쟁을 동반하는 점진적 과정을 거쳐 달성되었으며, SFRY 분열 직전의 기간에 
SFRY의 군대를 대체적으로(largely) 통제하던 실체가 추후 FRY의 구성조직이 되었다
는 점에서 책임승계가 정당화된다고 하였다(Ibid.). 생각건대 크로아티아의 주장은 
SFRY와 FRY 간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183) FRY는 1992년 4월 27일에 제노사이드 협약을 포함하여 SFRY가 당사자로 있었던 
다른 조약들에 대한 승계 통보의 효과를 가지는 선언을 한 바 있었다(Ibid., pp.43-44, 
para.81).

184) Ibid., p.54, para.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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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칙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원칙들에 관한 분쟁은 관할권이 한정되는 제노사이드 협약 제IX

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185) 세르비아는 일반국제법

상 책임승계 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Lighthouses 중재사건에서 다룬

내용은 양허계약상의 사인의 권리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186) 또한 1992년 4월 27일

에 세르비아가 선언한 내용은 조약 승계에 관한 사항이지 책임의 승계와

는 무관하며, 권리의무의 승계 문제는 2001년의 승계문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87)

재판소는 크로아티아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것이라는 세르비아의 항

변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분쟁의 주제(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가 1992년 4월 27일 이전에 자행된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포

함하여 세르비아가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188) 그러면서 세르비아가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문제와 그러한 책임이 성립하게 된

방식의 문제는 구분을 요한다고 지적하였다.189) 재판소에 따르면 크로아

티아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의 책임에 관한 기존

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논거(new argument)를 제기한 것이

185) Ibid., para.108.
186) Ibid.
187) Ibid.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국가승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려는 시도

가 나타났고, 10여년의 협상 끝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
로베니아, 유고연방공화국 간 2001년 6월 29일 “승계문제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ccession Issues)을 체결하였다(본고 제3장 제1절 SFRY의 국가실행 참조).; 한
편 세르비아는 자국이 독립국가로 존재하기 시작한 1992년 4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사
건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해석, 적용, 합치” 여부와 관련하여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간의 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협약 제IX조에 포섭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었
다. 설사 1992년 4월 27일 이전에 SFRY가 제노사이드 협약의 당사자였다고 하더라도 
FRY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해당 일자 이후라는 것이다(Ibid., p.43, para.79). 세
르비아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 제28조를 원용하며 제노사이드 협약의 소급적 적용이 불가한바 FRY가 협약 
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FRY 뿐 아니라 세르비아의 책임이 문
제될 여지가 없다고 항변하였다(Ibid.).

188) Ibid., para.109.
18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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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한 논거는 서면제출 시 관할권 성립의 기초로 제시한 제노사이

드 협약 제IX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90)

재판소는 세르비아의 책임승계에 관한 크로아티아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3단계 접근방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크로아

티아가 주장한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가 협약에 반하

는 것인지 여부; 둘째, 만약 문제된 행위가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SFRY에 귀속되어 책임을 성립시켰는지 여부; 마지막으

로 만약 SFRY의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FRY가 그러한 책임을 승계하는

지 여부가 그것이다.191) 재판소는 제노사이드협약 제IX조는 국가의 책임

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의 성립 방식(manner)

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설시하면서192) 피제소

국이 선행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는지 여부는 물론 협약이

아닌 일반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라 규율되는 문제이나 그렇다고 하여 책

임승계 여부에 관한 분쟁이 협약 제IX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하였다.193)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2007년 Bosnian Genocide

사건 판결 결과를 인용하였다.

“제노사이드 협약 제IX조에 의해 성립된 관할권과 그러한 관할권에 속하

는 분쟁들은 협약의 ‘해석, 적용, 충족여부에 관련되는’ 분쟁이나 그것이 

협약이 홀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제소국의 협약상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적 결

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소는 협약 자체 뿐 아니라 조약의 해석 및 국

제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제법의 규칙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194)

190) Ibid., p.55, para.109. 
191) Ibid., para.111.
192) Ibid., p.56, para.114.
193) Ibid., para.115.
194)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이하 
“Bosnian Genocide”], Judgment, I.C.J. Reports 2007 [이하 “Judgment 2007”], 
p.105, para.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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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당해 사건에 관계될 수 있는 승계 관련 규칙이 상기 2007년 판

결문에 제시된 조약의 해석이나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협약 자체에는 국가승계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반국제법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195) 다시 말해 승계 관련 쟁점 중 본 건에서 문제되

고 있는 책임의 승계에 관한 규칙은 조약의 해석이나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과 같이 일반국제법상의 규칙에 속하며, 협약상 이에 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책임승계 관련 일반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전제 하에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단계 절차에 돌입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1단계 문제를 판단하는 과정에 크로아티아가 제노

사이드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협약 위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196) 그리하여 2단계 문제인 SFRY에의 귀

속성 여부 및 3단계인 책임승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마

무리되었다.197)

재판에 참여하였던 여러 재판관들은 제노사이드 판결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을 첨부하였다.198) 그 중 두

명의 재판관이 책임승계에 관하여 특별한 견해를 표하고 있다.

우선 Xue 판사는 제노사이드 협약 채택 이후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이

상당히 발전하긴 하였으나 일반국제법상 책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찾

아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199) Xue 판사는 “국가승계는 불확실

하고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대부분의 실행이 불명확하고 특별한 협정이

나 법적 승계의 개념과는 요원한 규칙에 의해 설명된다. 실상 확립된 규

칙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200)라고 한 Crawford의 저서 원문을 인용

195) Ibid., p.57, para.115.
196) Ibid., p.129, para.441.
197) Ibid., p.130, para.442.
198) 판결 결과에 154페이지의 분량이 할애된 것에 비해 판결문 뒤에 첨부된 각 재판관들

의 선언이나 반대 의견, 개별 의견은 155-554페이지의 범위에 이르러 대략 400페이지 
정도가 할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 Declaration of Judge Xue, Judgment 2015, p.387, para.23.
200)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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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현재까지 조약승계 및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제법의 성문화된 규

칙 어디에도 책임승계에 관한 내용은 숙고되지 아니하였고 국가승계시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발전을 요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시

한다.201) 이 같은 지적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규칙이 일반국제법상

의 규칙이라고 한 ICJ의 판단에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202)

한편 Kreća 판사는 “재판소는 법의 심판을 하는 곳(a court of law)으

로서 현존하는 법을 확인하거나 재언하는 것이 아닌, 현존하는 법을 개

선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있어야 할 법을 제안하는 측면의 판

결을 하거나 입법자가 법을 내놓기 전에 입법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한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의 판결 내용203)을 인용하며 재판소

가 기존의 입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204) 그

는 특히 승계에 관한 규칙이 조약 해석이나 국가책임과 같은 항목에 속

한다고 한 판시 부분205)을 인용하며 재판소가 너무나도 쉽게 책임승계에

일반국제법의 규칙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지적한다.206) 이는 국제

법상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일

p.424.
201) Declaration of Judge Xue, Judgment 2015, p.388, para.23.
202) 제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문제는 국가승계의 문제나 국가책임

의 문제에 관한 성문화 논의 시 배제된 바 있다. 제노사이드 사건에 대한 판결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었으며 ILC 차원에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가 장기작업 프로
젝트로 선택된 것이 201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Xue 판사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물론 책임승계에 관한 논의가 민간단체인 IIL 차원에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점(본고 제4장 참조)을 감안하면 책임승계라는 분야가 국제법상 전혀 
생소한 분야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 같은 민간단체의 논의의 권
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제법상 확립된 규칙이라거나 모든 국가들
이 당연히 구속되는 일반국제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03)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74, pp.23-24, para.53;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74, p.192, para.45. 원
문을 다음과 같다. “[...] the Court, as a court of law, cannot render judgment 
sub specie legis ferendae, or anticipate the law before legislator has laid it 
down.”

204) 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Kreća, Judgment 2015, p.488, para.61. 
205) Judgment 2015, p.57, para.115.
206) 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Kreća, Judgment 2015, p.487, par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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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제법적 성격을 인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Kreća 판사가 지적하고 있는 일반국제법의 의미는 ICJ 규정

제38조 1항에 규정된 법원들 중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

한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시 말해 책임승계에 관한 규

칙이 관습국제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으로 존재한다는 어떠한 단서라도 제

시되었어야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재판소가 제시한 3단계 검

토 절차 중 위법행위의 존재 및 SFRY에 대한 귀속성의 2단계 검토가

무난히 진행되어 본격적으로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까지 나아갔

다면 책임승계의 국제법적 지위 또는 일반국제법 여부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까지 논의가 이어지지 아

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책임승계에 관한

규칙을 일반국제법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규칙이 일반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한 ICJ의 Croatian Genocide 사건 판시 내용은 결코 책임승계 부정설을

전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책임승계 부정설이 당연한 국제법상의 원칙이었다면 그러한 원칙을 설시

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르비아의 국가

책임이 부정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승계 여부까지 논의할 여지가 없었

을 것이고, 설사 국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책임승

계 부정설에 따라 더 이상의 판단이 불필요한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

에 단순히 책임승계 부정설을 언급하기만 하고 넘어갔어도 무방했을 것

이다. 그러나 책임승계에 관한 규칙이 일반국제법에 속하는 것임을 지적

하며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 성립여부를 판단하려 시도

했다는 것은 국가책임 성립 시 승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같은 해석은 재판소의 명시적인 입장이 아

니라 추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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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규범화 논의의 등장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은 IIL이었다.207) IIL은 2003년 브뤼허(Bruges) 세션에

서 처음 국가책임의 승계(the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7년

특별보고자를 선출한 뒤 2009년 나폴리(Naples) 세션, 2011년 로도스

(Rhodes) 세션을 거쳐 2013년 도쿄(Tokyo) 세션에서 잠정보고서208) 및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결의 초안209)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5년

탈린(Tallinn) 세션에서 전문과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최종 결의를 채

택하였다.210)

ILC는 2016년 제68차 회기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국가승계”를 장기

작업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211) 2017년 제69차 회기에서 “국가책임 분

야에 있어서의 국가승계”를 작업목록에 포함하였다. 특별보고자로 임명

된 Pavel Šturma는 2017년 5월 31일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212)

207) IIL은 국제법의 발전 및 그 이행에 공헌하고자 1873년 9월 8일 11명의 국제법 학자
들이 벨기에의 겐트 타운홀(Ghent Town Hall)에서 발족시킨 순수한 민간 기관이다. 원
칙상 격년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법상의 제 주제와 관련하여 있는 법(lex lata)의 측
면에서 뿐 아니라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규범
적 측면에서 결의를 채택하기도 한다.

208) Report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4th Commission, 2013, 
Provisiona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이하 “IIL Report 2013”].

209) Draft Resolution on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4th Commission, 2013. 

210) Resolution on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28 August 2015) [이하 “IIL Resolution 2015”], in 
Yearbook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4th Commission, 2015, Tallinn 
Session, Vol.76 [이하 “IIL Yearbook 2015”].

211) ILC Report 2016 (A/71/10), p.8, para.29; p.377, para.308. 위원회는 1998년 제
50차 회기에서 권고된 장기 작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 세 가지 즉, 점진적 발전 및 성문
화에 대한 국가들의 필요(needs) 반영, 국가실행의 충분한 발전,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의 요건을 언급하며,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주제가 상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장기작업과제로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ILC Report 2016 
(A/71/10), p.377, para.309; p.400, para.1).

212) Pavel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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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에는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13)

ILC에 따르면 책임이 승계된다는 것은 ‘위법행위’ 자체 혹은 ‘책임’ 자

체가 승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행위 또는 책임

자체가 승계되어 선행국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승계국의 것이 되고 승계

국이 곧 유책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78년 협약 제11

조의 맥락에서 국가승계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는 대상은 국경조약 자체

가 아니라 국경조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며, 일단 국경조약이 유효

하게 성립되면 그에 따른 국경은 관련 조약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효

력을 유지한다. 같은 논리로 국가책임 자체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책임승계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결과 즉, 책임이행에 관련되는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라는 것

이 ILC 특별보고자의 설명이다.214) 즉,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책임 자체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2차 의무로서

의 ‘책임 이행의 의무’ 또는 ‘배상의무’가 승계국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계된다. 만약 국가책임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승계국은 선행국의 위법

행위에 따른 배상의무를 비록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행해야 한다. 피해국이 국가승계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피해국

을 승계한 국가가 선행국을 대신하여 유책국에 책임이행을 촉구할 권리

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ILC는 최근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의 실행에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경향성이 확인된다는 시각에 입각하여 책임승계에 관한 조약화 작

업을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ILC의 판단은 타당한 것이었을까? 과

연 오늘날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의 실행에서 국가책임을 승계하는

경향이 확인되는가? 무엇보다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 입각하여 모든

responsibility (이하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31 May 2017.

213) Pavel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이하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19),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70th session, 6 April 2018. 특별보
고자의 1,2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고 제4장 관련내용 참조.

214) Kohen, supra note 152, p.167; Kohen, Final Report on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IIL Yearbook 2015, p.526, par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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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무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은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IIL과

ILC의 기본적 접근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

가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주장 및 관련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이론적·법적 현실에 부합

하는 타당한 접근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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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승계 관련 국가실행 및 사법기구

판결

제1절 국가실행

I. 분리독립

1. 동독 (1949년 - 1990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독일제국

(German Reich)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고 1949년 동독(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과 서독(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이라는 두 개의 법적 실체가 수립되었다. 동서독 분리 이후 서독은

기존 독일제국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였

다. 반면 동독의 입장은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1949년-1951년의

기간에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이 독일제국의 동일성을 계승하였으며

전체로서의 독일을 대표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1951년 이후 일련의

항소법원 판결들에서 제2차 대전으로 독일제국은 debellatio 현상으로 소

멸하였고 동독은 승계국이 아닌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였다는 입장이 확

인된다.215) 이후 1956년에 제시된 최종 입장은 동서독 모두 독일제국을

승계한 신생국이라는 것이었다.216)

동서독의 입장을 정리하면 1) 독일제국의 법인격을 계승한 것은 서독

이며 동독은 기존의 독일제국에서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였

거나(secession), 2) 동서독 모두 독일제국을 승계한 국가(dissolution)라

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의 국제 위법행위로 인

215) Dumberry, supra note 3, p.148, 각주 419 참조.  
216) Ibid.,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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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승계의 문제는 2)의 경우 동서독 사례가 모두 관계될 것이나, 1)

의 경우 오직 동독 내에서의 처리 문제에만 관계된다. 서독의 경우 선행

국의 책임을 대체로 이행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2)의

입장에 따르면 책임 승계의 예가 될 것이고 1)에 따르면 자기책임의 이

행이 될 것이다. 반면 동독의 예는 모든 경우 책임승계의 사례에 해당한

다. 따라서 어느 입장에 따르든 책임승계에 관한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동독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217)

동독은 독일제국과 동독의 이념적 차이를 강조하며 신생국의 탄생이라

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독일제국이 자행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책

임을 질 수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채택하였다.218) 다만 일부 책임에 대

한승계 의사가 확인되기도 한다. 동독은 포츠담 협정(the Potsdam

Agreement) 체제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제2차 대전 기간 중 독일제국이

자행한 국제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소련 및 폴란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

상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소련 점령지역 즉, 동독으로

부터 소련이 배상징수를 행할 것이며 그 징수분에서 폴란드에 대한 배상

을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53년 8월 소련과 동독 정부는 배상

면제조약을 체결하였고 소련은 동독을 최종적 배상의무에서 해방시켰

다.219) 이어 폴란드도 독일에 대한 배상청구 포기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217) 동서독의 독일제국 승계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전제가 되는 국가성 혹은 국가
법인격 판단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아니하다. 1949년 이후 동서독 각각의 국가성을 
전제한 채 서독의 계속성만을 인정하고 동독은 분리독립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학자
(Ibid., p.149; Stefan Oeter, “German Unification and State Succession”, 
Z.a.ö.R.V. (1991), Vol.51, No.2, pp.350-351)가 존재하는 반면 1949년 FRG 수립 이
후 국가성을 인정받은 서독(서독 정부의 국제사회 내 승인 및 1949년부터 국가성이 인
정받게 된 근거 등에 관하여는 Crawford, Creation of States, supra note 28, 
pp.454-455 참조)과 달리 동독은 GDR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었
던 점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적어도 1949년에서 1955년의 
기간에는 동독을 분리독립한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장되기도 한다(Crawford, 
Ibid., pp.455-458). 그러나 본고에서는 1949년 동서독 분열 이후 동서독이 각기 UN 
회원국 지위를 인정받은 1973년 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동독의 국제법상 지위 문제는 
차치하고 동서독의 분열이 분리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218) Dumberry, supra note 3, p.149.
219) Dumberry, Ibid., p.166; 최은미,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 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東亞硏究 제58집 (2010년), 
73면.



- 58 -

동독의 전쟁배상은 금전이 아니라 현물의 형태로 오직 소련에게만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된다.220) 동독은 또한 줄곧 책임 인정을 거부하였던 유대

인 대상 극악한 범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620만 마르크 배상을 선언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시점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221) 이로써 동서독 분열 이후 일부 사안

과 관련하여 동독의 책임승계 의사가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의사가 실

제 실행으로 반영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소련 분열

구소련(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은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수립과 함께 소멸하였

다. 구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국가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

스 대통령은 1991년 12월 8일 CIS 수립에 관한 민스크 협정222)에 서명

하였고 1991년 12월 21일 발트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국가들이

알마아타 선언223)에 동참하면서 CIS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USSR은 명

시적으로 소멸되어 CIS에 의해 대체되었으며,224) 구성국들은 1992년

USSR의 재산 및 부채의 배분, 군사협력 등에 관한 일련의 다자조약들을

체결하였다.225)

CIS 구성국들은 러시아가 USSR의 법인격을 계승한다는 사실에 합의

하였고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UN에 통보하였다.226) 논란이

220) Ibid.
221) Dumberry, supra note 3, pp.165-168.
222)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U.N. 

Doc. A/46/771, 13 December 1991, in I.L.M. (1992), pp.142-146.
223) The Declaration of Alma Ata, U.N. Doc. A/46/60, 21 December 1991, in 

I.L.M. (1992), p.148-149.
224) Ibid., pp.143, 149.
225) Wladyslaw Czaplinski, "La continuité, l'identité et la succession d'états - 

évaluation de cas récents", R.B.D.I. (1993), Vol.2, p.385.
226) The Declaration of Alma Ata, in I.L.M. (1992), p.147; the Decision by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1 
December 1991, in I.L.M. (1992), p.151; Letter of Russia’s President Mr Elstin 
to the U.N. Secretary General, 24 December 1991, in I.L.M. (1992),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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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은 아니나 이로써 구소련의 분열은 러시아로서 법인격이 계속 유

지되고 있는 USSR에서 나머지 14개 구성국들이 독립하여 새로운 국가

를 수립한 것 즉, 분리독립(secession)을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227)228) 이 같은 측면은 무엇보다 UN 내에서 구소련의 상임이

사국 지위를 러시아가 계승하였고 CIS 영토 외에 위치한 군사시설에 대

227) Rein Mullerson, “The Continuity and Succession of States, by Reference of 
the Former USSR　 and Yugoslavia”, Int'l & Comp. L.Q. (1993), Vol.42, 
pp.475-480; Martti Koskenniemi, “Report of the Director of Studies of the 
English-Speaking Section of the Centre”, in Pierre Michel Eisemann & Martti 
Koskenniemi, La succession d’Etats: la codification à l’épreuve des faits / 
State Succession: Codification Tested Against the Facts, The Hagu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pp.65-132;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분리독립한 것이 아니라 신
생국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가령 Andrew M. Beato, “Newly 
Independent and Separating States’ Succession to Treaties: Consideration on 
the Hybrid Dependency of the Republic of the Former Soviet Union”, 
Am.U.J.Int'l L.&Pol'y (1994), Vol.9, p. 536; Tarja Langstom,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the Light of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to Treaties”, in Eisemann & Koskenniemi, 
Ibid., pp.734–735; 한편 USSR의 법인격이 러시아로 이어진 것이라는 견해 즉, 러시아
가 계속국(continuator)이라는 주장 자체를 비판하며 USSR의 분열을 해체
(dissolution)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가령 Czaplinski, supra note 
225, p.385; Dumberry, supra note 3, p.152; 그러나 상기의 학자들 모두 법적 이슈
와 별개로 실행의 측면에서 러시아가 USSR의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
하지는 아니한다.; 구소련의 분열과 승계유형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
으로 李根寬, “舊蘇聯의 分裂과 國家相續: 舊蘇聯의 外債問題를 中心으로”, 一鑑法學, 
제3권 (1998), 8-10면 참조.

228) 엄격한 논의를 위해서는 발트3국의 사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은 1940년 소련에 의해 병합되었다가 1991년 독립을 
회복하였고, 이후 자신들이 소련 연방에서 분리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불법점령상태에
서 벗어나 과거의 발트 3국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원국가로의 복귀’를 
주장한 것이다. 소련의 발트 3국 합병을 법률상 승인이 아닌 사실상 승인만 하고 있던 
EC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러한 발트 3국의 입장을 사실상 수락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EC는 “1940년 상실한 발트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의 복구(restoration)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Declaration of European Community 
Foreign Ministers of 27 August 1991), 영국 등은 소련의 발트 3국 합병을 사실상으
로만 승인하고 있었다는 근거 하에 일부 구 조약 관계의 부활을 인정하였다(정인섭, 
supra note 22, 589면). 다만 원국가로의 복귀는 승계협약 상 인정되는 국가승계의 유
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며,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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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러시아가 구소련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부인하

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229) 국가승계 이후 승계 당사국들의 법인격 존

속 여부는 무릇 당사자들의 주장과 국제사회의 승인의 맥락에서 결정된

다는 점230)을 고려할 때 후술하게 될 SFRY와 그 승계국 중 하나인

FRY의 계속성이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의해 부인되

었던 반면 러시아의 계속국(continuator)으로서의 지위는 비교적 수월하

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부분이 있다. 이에 러시아의 계속국으로서

의 지위에는 다소간 법적 허구(legal fiction)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승계 이후 확인되는 일련의 사실들을 바탕

으로 오늘날 구소련의 분열은 일반적으로 분리독립의 사례로 분류된

다.231) 그리하여 러시아는 법적으로 USSR이 체결한 조약 및 USSR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여겨진다.232)

그러나 러시아가 구소련의 계속이라고 하여 모든 권리, 의무가 그대로

지속된 것은 아니며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 doctrine)에 따

라 일부 수정이 인정되었다.233)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CIS의 다른 구성

국들은 USSR의 승계국으로서 구소련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

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234)

구소련 분열 이전부터 구성국들 간 USSR의 재산과 부채의 승계에 관

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1년 12월 4일에는 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

229) UN 내 러시아의 USSR 지위 및 권리, 의무의 계승(continuation)에 관한 1991년 12
월 24일자 러시아 대통령의 서신은 UN 내에서 반대 없이 채택되었으며, 유럽의회 내 
회원국 대표 간의 각료회의에서도 러시아의 법인격 계속은 긍정되어 USSR이 비준한 
유럽협약들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USSR을 대체한다는 결의 내용이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되었다(Czaplinski, supra note 225, p.385).  

230) Crawford, Creation of States, supra note 28, pp.670-671.
231) 가령 李根寬, supra note 227, 10면; Mullerson, supra note 227, p.478; 

Dumberry, supra note 3, p.152.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미국 등 국가의 안보상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Edwin D. 
Williamson & John E. Osborn, "A U.S. Perspective on Treaty Succession and 
Related Issues in the Wake of the Breakup of the USSR and Yugoslavia", 
Va.J.Int'l L. (1993), p.273).

232) 정인섭, supra note 22, 604면.
233) Mullerson, supra note 227, pp.478-479.
234) Mullerson, Ibid.,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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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992년 3월 20일 키예프에서 USSR의 조약 및 국가재산, 국가

문서, 자산, 책임 등의 승계에 관한 결의(Decision)가 채택되었다.235) 이

를 통해 CIS 구성국의 국가원수들은 모든 CIS 회원국들이 구소련의 권

리와 의무에 대한 승계국임을 인정하였고 국가승계 문제에 관련된 협상

및 준비를 담당할 대표 위원회의 수립을 결정하였다.236) 그러나 승계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으며 1992년 10월에

는 위원회의 기능을 중지하고 모든 문제를 양자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237)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1993년의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10개국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대외자산과 대외채무

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각 공화국들은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대외자산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러시아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의 대외자산 및 대외채무의 유일한 권리자이자 채무자로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238) 전술한 1991년 12월 4일 및 1992년 6월 6

일 CIS 국가원수들 간의 조약을 통해 구소련 각 구성국들의 자산 및 책

임 분배 비율이 결정된바 있었으나239) 최종적으로는 러시아 연방의 우월

적 지위를 인정하는 소위 “제로옵션(nulevoi variant)”정책을 기초로 대

외자산 및 부채의 문제가 처리되었다. 러시아는 단독으로 서방채권자들

과의 대외채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줄곧 러시아의 제로옵션정책에 반

대하며 러시아와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였던 우크라이나도 종국에는 러시

아와 양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로옵션정책을 기정사실화하였다.240) 그

러나 이 같은 채무관계의 정리를 통해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의

235) 구소련의 대외채무 내역 및 국가승계 전후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 관한 상세는 Lee, 
supra note 2, pp.136-144; 李根寬 supra note 227, 10-14면 참조.

236) Mullerson, supra note 227, p.479.
237) Ibid.
238) 관련 내용 상세는 Lee, supra note 2, pp.140-142; 李根寬, supra note 227, 

13-14면 참조.
239) Lee, Ibid., pp.138-140; 李根寬, Ibid., 11-13면. 가령 러시아 61.34%, 우크라이나 

16.37%, 벨라루스 4.13%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1991년 조약에서는 그루지아
(1.62%), 에스토니아(0.62%), 라트비아(1.14%), 리투아니아(1.41%) 각각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였던 것과 달리 1992년 6월에 체결된 협정에서는 이들에게 4.77%를 일괄 배당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Lee, Ibid.; 李根寬, Ibid.).

240) Lee, Ibid.; 李根寬,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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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까지 해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라트비아와의 관계에서 다

소간의 추정이 가능하다.

발트3국 병합 이후 구소련은 일련의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관계된 모든 청구가 해결되었으며 체약국들 간

더 이상 이에 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

다.241) 또한 덴마크 및 노르웨이와의 협정에서는 발트3국의 문제와 관련

하여 러시아가 지불하게 될 배상액까지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42) 이

같은 협정들을 통해 피병합국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구소련의 책

임 인수를 확인할 수 있다.

1940년 발트3국은 USSR에 의해 강제 병합되기 이전의 국가 즉, 원국

가로의 회복을 주장하였고 이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

24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on the 
Settlement of Mutual Claims Related to Lithuania, Latvia, and Estonia, 18 
January 1958, Arts. 1&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Revolutionary Worker Peasant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on the Settlement of Mutual Claims 
Related to Lithuania, Latvia, and Estonia, 14 March 1958, Arts. 1&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on the 
Regulation of Mutual Claims Related to Lithuania, Latvia, and Estonia, 30 
June 1958, Arts. 1&2; an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utual 
Financial and Property Claims, 5 January 1968, Arts. 1&2.

24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for the Settlement of 
Economic, Property, and Other Claims on Both Sides Which Concern the 
Latvian, Lithuanian, and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Kareli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30 September 1959, Arts. 1 to 3; an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Denmark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Reciprocal 
Financial, Property, and Other Claims Relating to the Latvian, Lithuanian and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o the Western Regions of the 
Ukrainian and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Kaliningrad 
Region of 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27 February 1964, 
Arts. 1 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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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3) 2000년 3개 국가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USSR의 점령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244) 동법 제1조에 따르면 1940년에

서 1990년 사이의 손해의 범위에는 1941년부터 1945년의 기간 동안 리

투아니아에서 강제 추방되어 USSR 내에 억류되어 있던 자들에 대한 손

해 및 USSR 군대의 억압에 따른 손해가 포함되며, 1990년부터 1993년

의 기간 동안 USSR 또는 러시아 연방 군대에 의해 발생한 손해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는 USSR 점령 기간 동안의 손해

와 관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러시아와 이에 대해 협상할 것을 규정하

고 있으며, 제3조는 강제 추방된 사람들의 복귀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기

금을 설립하고 러시아와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리투

아니아는 1940년부터 1990년의 USSR 점령 기간 동안 행해진 국제위법

행위에 대해 USSR의 계속국인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245) 그러나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와의 협상 및 배상

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246) 러시아 정치

인 Aleksandr Avdeev는 이 같은 리투아니아의 입법 내용이 러시아에게

비우호적인 것이며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견해

를 피력하였다.247)

243) supra note 228 참조.
244) Law on Compensation of Damage Resulting from the Occupation by the 

USSR, No. VIII–1727, 13 June 2000. 영어 텍스트 원문은 
<http://www.proyectos.cchs.csic.es/transitionaljustice/sites/default/files/maps/
info/compensations/lithuania_compensation_damages.pdf> 참조. For a 
commentary on the Law: Dainius Zalimas, “Commentary on the Law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n Compensation of Damage Resulting from the 
Occupation of the USSR”, Baltic Y.I.L. (2003), Vol.3, pp. 97–163.

245) Mälksoo, supra note 26, pp.258–263; Rytis Satkauskas, “A Bill for the 
Occupants or an Issue to Negotiate?: the Claims of Reparations for Soviet 
Occupation”, Baltic Y.I.L. (2003), Vol.3, pp.77–96; Lauri Maelksoo,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Challenge of the Realist Paradigm: the Demand of 
Baltic Victims of Soviet Mass Repressions for Compensation from Russia”, 
Baltic Y.I.L. (2003), Vol.3, pp.57–76; Ziemele, supra note 15, pp.165–189.

246) Aleksandr Avdeev, “Russian-Lithuanian Relations: An Overview”, translated 
by Violeta Stankūnienė, 2(6) Lithuanian Foreign Policy Review (2000), p.29.

247) Ibid.,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le on the subject of the main aspects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Lithuania, I cannot but dwell on tho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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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만약 원 국가

로의 회복을 국가승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리투아니아는 자국

의 권리가 승계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48)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 및 배상 거부는 승계 책임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

임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발트3국 병합 이후 러시아의 책임인수는 통합국의 책임인수

사례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구소련 분열 이후 리투아니아에 대

한 러시아의 반응은 러시아와 승계국들 간 채무관계 정리를 통해 해결된

바에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그

러나 이 모든 논의는 러시아와 발트3국의 관계 즉, 원국가로의 회복을

국가승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불완전하다.249)

cause our biggest worry. I have in mind first of all the Law on Recovery of 
Damages resulting from the occupation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passed by the Lithuanian Seimas (Diet) this past June.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opportunely appraised it as an instrument unfriendly toward 
Russia. Stressing that we could not accept attempts to interpret our shared 
history in this unilateral and politicized manner, we elucidated the 
international-law grounds upon which we regarded as unfounded the claims 
formulated by the Lithuanian parliamentarians. Toda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main thing: This “initiative” absolutely futile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hinders both the process of ratification by the Russian State 
Duma of the border treaties between our countries the importance of which 
has been mentioned above, and the start of preparations for a visit to 
Russia by Lithuania’s President Valdas Adamkus. It is desirable that there 
should be a clear realization in Lithuania of the fact that attempts to realize 
the “recovery of damages” law are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of good 
neighborly expansion of Russian-Lithuanian relations.”

248) 물론 원 국가로의 회복을 국가승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동일
성/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원 국가로의 회복이 국가승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점령당국과 피점령국 간의 책임 문제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49) Se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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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생독립국

1947년부터 1970년대까지 진행된 탈식민 과정에서 식민모국과 피식민

지 간에 승계협약을 체결하여 책임이전을 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구 도미니언 및 영토 간에 체결한 조약 또는 교환각서가 다수를

이루며250)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251) 프랑스와 인도252), 라오스253),

250) 가령 Ceylon (External Affair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Ceylon (194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86, No.1149, p.25), Burma (Article 2,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Burma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Burmese independence and related matters (194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70, No.904, p.183), Ghana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ve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Ghana (195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287, 
No.4189, p. 233), Federation of Malaya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concerning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struments (195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279, 
No.4046, p.287), Nigeria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ve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on of Nigeria (1960),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384, No.5520, p.207), Sierra Leone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1961),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420, No.6036, p.11), Jamaica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Jamaica (1962),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457, 
No.6580, p.117), Trinidad and Tobago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Trinidad and Tobago (1962),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457, No.6581, p.123), Malta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ve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Malta (196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25, 
No.7594, p.221), Gambia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Government of the Gambia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73, 
No.8333, p.203) and Seychelles (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concerning treaty succession (197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1038, 
No.15527, p.135) 등과 협약 또는 교환각서를 체결하였다.

251) Art. 5 of the Draft Agreement on Transitional Measures, in Roun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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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254) 등과의 협약체결 사례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신생독립국은

백지출발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여겨지나 탈식민 과정에서 체결된 이

같은 협약의 존재는 국가 간 합의를 통한 책임승계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III. 영토일부이전

다양한 국가승계의 유형 중 역사상 가장 자주 발생하던 유형은 소위

‘영토의 일부 이전’이다.255)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거하여 한 국가의 영토

‘일부’가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할양(cession)이라고 하는데, 영토할양

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을 통해 나타난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무력위협에 의하거나 또는 전쟁의 패전국이 승전국의 군사적 압박에 의

한 할양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외견상 국가 간

의 합의에 따른 영토이전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위장된 정복에 지나

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256) 아래에 제시된 사건들은 이전의 대상

이 된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던 피해 사례들에 대한 책임이행 주체가 국

가승계 이후 승계국으로 변경되는지가 문제되었던 국내법원 사례들이다.

Conferenc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1949),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69, No.894, p.3, at p.266.

252)  Art. 3 of the Agreement between India and France for the settlement of 
the question of the future of the French Establishments in India (1954), in 
United Nations Legislative Series, Materials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Matters other than Treaties, ST/LEG/SER.B/17, p.80.

253) Art. 1 of the Traité d’amitié et d’association entre le Royaume du Laos et 
la Républic Française [Treaty of Friendship and Association] (1953), in United 
Nations Legislative Series, Materials on Succession of States, 
ST/LEG/SER.B/14, p.72.

254)  Art. 11 of the Traité entre la France et le Maroc [Treaty between France 
and Morocco] (1956), in Ibid., p.169.

255) 정인섭, supra note 22, 589면.
256) 김대순, supra note 45, 920면.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오늘날

의 국제사회에서 무력에 기초한 영토할양 조약은 당연무효이다. 이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하 “조약법 협
약”) 제5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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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ár v. Hungarian Treasury 사건257)은 1914년 당시 헝가리의 일

부였다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루마니아에 할양된 트란실바니아

(Transylvania)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계된다. 1914년 트란실바니아 경찰

관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사인이 종신연금(a life annuity)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는 트란실바니아가 루마니아에 할양된 이후에도 헝가리 국적

을 유지한 채 헝가리 영토에 거주하고 있었다. 헝가리 화폐의 가치가 하

락하자 원고는 연금액 조정(valorization of the annuity)을 청구하였는데,

헝가리 대법원은 루마니아에 양도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헝가리

국민을 위하여 승계국인 루마니아에 연금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

였다.258) 이 경우 원고와 승계국 간의 영토관련성 부재 또한 책임부정의

근거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Revalorization of Annuity awarded against Austrian Railways

before World War I 사건259)도 연금액 조정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원고

는 철도 사고로 손해를 입었는데 오스트리아 철도공사(the Austrian

State Railways)의 책임이 인정되어 1909년 연금 수령 판결을 받게 되었

다. 이후 화폐 가치 하락을 이유로 연금액 조정을 청구하였는데 하급심

에서는 오스트리아 공화국(the Austrian Republic)이 오스트리아 군주국

(the Austrian Monarchy)의 승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

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국의 책임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영토를 취득한 국가나 새로 탄생한 국가가 책임을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책임 승계를 위해서는 책임의 내용이 법(Statute)이나

국제조약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Olpinski v. Polish Treasury (Railway Division) 사건260)은 폴란드 영

257) Kalmár v. Hungarian Treasury (1929), Supreme Court of Hungary, in 
Magánjog Tára, X, No.75, in Annual Digest, 1929-30, Case 36.

258) 할양된 영토 내에서의 행정적 책임이 사실상 승계국에 귀속된다고 하였던 헝가리 재
무부(the Hungarian Treasury)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59) Case relating to the Revalorization of Annuity awarded against Austrian 
Railways before World War I (1923), Supreme Court of Austria, in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ofs in Zivilrechtssachen, Vol.5, No.271, 
p.666, in Annual Digest, 1923-1924, Cas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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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일부가 오스트리아의 통제 하에 있었던 1918년에 발생한 철도사고

와 관련되어 있었다. 원고는 폴란드가 오스트리아 철도공사를 인수한 상

황에서 폴란드 재무부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였다. 하급심 및 항소 법

원은 재산과 부채가 함께 움직인다는 논리 및 신생국에 의해 취득된 또

는 병합된 영토 내의 지역화된(localized) 의무는 승계국에 귀속되는 것

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철도회사는 본질상 사적 영

역(a private undertaking)에 속하여 문제의 부채가 민법(Civil Code)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폴란드 정부

의 책임 승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은 국제관계에 직

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야기한 오스트리아의 책임을 폴란드에 청

구하기 위한 근거(a titl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인

폴란드 재무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폴란드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의 책임이 폴란드에 승계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판결을 내놓았다.261) 이들 판결에서 재산 승계시 부채 또한 승

계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다만 법이나 조약을 통해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루마니아 국내법원에서는 부분병합의 경우 국가 간 합의로써 부

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관행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책임을 부정하

였던 사례가 확인된다. Sechter v. Ministry of the Interior 사건262)에서

파기원(the Court of Cassation)은 국제법상 완전한 병합(a total

annexation)의 경우에만 권리와 의무의 보편적 승계가 인정되며 부분병

합의 경우에는 관련된 국가들 간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

260) Olpinski v. Polish Treasury (Railway Division) (1921), Supreme Court of 
Poland, in O.S.P., I. No.14, in Annual Digest, 1919-1922, Case 36.

261) Co-operative Farmers in Tranów v. Polish Treasure (1923), Supreme Court 
of Poland, O.S.P., IV, No.15, in Annual Digest, 1923-1924, Case 32; Niemec 
and Niemec v. Bialobrodziec and Polish State Treasury (1923), Supreme Court 
of Poland, O.S.P., II, No.201, in Annual Digest, 1923-1924, Case 33; 
Dzierzbicki v. District Electric Association of Czestochowa (1934), Supreme 
Court of Poland, O.S.P., 1934, No.288, in Annual Digest, 1933-34, Case 38.

262) Schter v. Minister of the Interior (1929), Romania, Court of Cassation, in 
Jurisprudenta Româná a Inaltei Curti de Casatie si Justitie, Vol. XVII, No.4 
(1930), p.58, in Annual Digest, 1929-30, Cas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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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국가실행 상 확립된 규칙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

당 사건의 경우 승계국인 루마니아와 선행국인 러시아 간 합의가 부재하

였다는 측면에서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263)

생각건대 영토 일부의 이전 시 이전된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

리 방향에 관한 합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책임승계의 여지가 인정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문제는 부채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재산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계의 대상으로 판단되었

다. 이로써 책임의 승계에 관한 개념 자체가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나 승

계의 가능성이나 승계의 범위는 모두 선행국과 승계국이 합의한 범위 내

에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술한 사건들은 모두 책임의

승계 가능성을 인정하였을 뿐 실제 책임의 승계로 귀결되지는 아니하였

다.

IV. 국가통합(Uniting of States)

1. 통일(unification): 통일아랍공화국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일로 통일아랍공화국(United Arab

Republic, UAR)이 탄생하였다. 다만 UAR과 그 전신인 이집트 및 시리

아는 기존의 국가승계 현상 중 하나인 ‘통일’의 형태로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UAR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느슨한

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법인격이기는 하였으나 선행국들의 법인격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형태여서264) “amalgamation” 또는 “fusion”이라는 새

263) 다음 판결들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Mordcovici v. General 
Administration of Posts and Telegraphs (1929), Romania, Court of Cassation, 
in Buletinul decisiumilor Inaltei Curti de Casatie, LXVI (1929), Part 2, p.150, 
in Annual Digest, 1929-1930, Case 38; Vozneac v.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Posts and Telegraphs (1931), Romania, Court of Cassation, in 
Jurisprudenta Româná a Inaltei Curti de Casatie si Justitie, 1932, pp.36-38, in 
Annual Digest, 1931-32, Case 30.

264) Crawford, Creation of States, supra note 28. 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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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유형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265) 그러나 UAR의 성

립은 분명 독자적인 행정 및 입법 권한을 지닌 국가 건설을 목적하였으

며 헌법상 각 구성국을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표현하였고, UN 내에서

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266) 국가승계의 유형상 통일

의 형태로 분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국가승계의 유형 중 통

일(unity)의 사례로 설명되기도 한다.267)

통일 이전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및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문제와 관련하

여 UAR이 체결하였던 각국과의 합의 내용은 국가통일시 국가 책임의

승계 사례로 분류된다.268) 1956년 6월 이집트는 Société Financière de

Suez를 국유화하였고 1958년 UAR은 관련 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주주

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1956년 수에즈운하 국유화 당시 프랑스

가 군사행동을 취하면서 단절되었던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 회복을 위해

1958년 UAR과 프랑스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동 협약에 따라 UAR은

이집트의 승계국으로서 이집트가 몰수한 프랑스 국적자의 재산을 원상회

복하고 회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배상할 것이 규정되었다.269)

1959년 2월 UAR과 영국 간에도 유사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270)

UAR은 이집트의 승계국으로서 영국인 재산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

(sequestration measures)를 중단하고 영국이 제기한 청구의 “완전하고

265) Eugene Cotran, “Some Legal Aspects of the Formation of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United Arab States”, Int'l & Comp. L.Q. (1959), Vol.8, 
pp.348-350.

266) Ibid., pp.346-390.
267) Šturma, supra note 51, p.661;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A/CN.4/708, p.13, paras.42-43; Pavel Šturma,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in ILC Report 2016, A/71/10, pp.402-403, 
paras.11-12; Dumberry, supra note 3, pp.95-98.

26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A/CN.4/708, p.13, 
paras.42-43; Šturma,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in ILC Report 2016, A/71/10, pp.402-403, paras.11-12.

269) Ibid.
27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Republic Concerning Financial and 
Commercial Relations and British Property in Egypt,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343, No.4925,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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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인 해결”을 위한 배상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

였다.

이 같은 사례는 선행국인 이집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UAR이 책임

을 승계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UAR이 승계국으로서 제3국에 책임을 추궁한 사례도 확인된다.

UAR은 1956년 10-11월 사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벌인 전쟁으

로 인한 손해(war damage)에 대해 이들 국가들에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71) 비공식적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쟁 피해(war damage)에 대해 약 2천만 파운드를 UAR에 지

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같은 내용이 1958년 8월 UAR과 프랑스가

체결한 금융협정(financial agreement)에는 적시되지 아니하였다.272) 또한

영국과 UAR이 체결한 금융협정에 포함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에 따르면 영국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와 관련한 청구권을 포기

하는 대신 UAR은 전쟁피해를 문제 삼지 않기(waiver)로 하였다.273)

Cotran은 이 같은 처리 결과를 통해 UAR의 사례가 국가승계의 한 유형

이 아닌 새로운 유형(sui generis)에 속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서 승계법상 선행국의 불법행위(a tort)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승계국

에 구제(recover)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한

다.274) 이에 “원칙적으로 선행국이 불법행위(a tort)로 입은 피해에 대해

승계국의 구제 청구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던

O’Connell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275) 그러나 Cotran이 인용하고 있는

O'Connell의 저서는 1956년에 발간된 버전이며 이후 1967년 버전에서는

이 같은 입장이 수정되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276)

271) Cotran, supra note 265, p.369, note 89.  
272) Ibid.
273) Ibid.
274) Ibid., pp.368-369 and note 89.
275) Ibid., p.368, note 88.
276)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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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incorporation): 통일독일

1990년 8월 31일 동서독 간 「독일통일조약」277)이 체결되고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5개 주278)가 서독에 흡수되면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

졌다.279) 1991년 9월 29일 발효한 「독일통일조약」 제24조 제1항은 통

일 독일이 통일 이전의 책임을 승계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1990년 7월 1일까지의 동독의 대외무역 및 외화의 독점 또는 동독의 

다른 국무(State tasks) 수행과 관련하여 동독의 연방 가입 시점에 남아 

있는 청구 및 책임(claims and liabilities)에 대해서는 연방재무부

(Federal Minister of Finance)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해결한다.” (이탤

릭 강조 추가).

이는 동독의 국무 수행에서 비롯된 ‘청구 및 책임’에 관한 제3국의 주장

을 독일연방공화국이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동 조항은 독

일이 통일 이전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가?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Volkovitsch나 Crawford, Dumberry는 「독일통일조약」 제24조 제1항

이 동독의 국제위법행위의 책임까지도 독일에 이전된다는 의미라고 해석

한다.280) 이로써 GDR의 불법 수용에 대해 독일이 배상을 하게 되었다는

277)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Establishment of German Unity.

278)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맥클랜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Western 
Pomerania), 작센(Saxony), 작센-안할트(Saxony-Anhalt), 튜링겐(Thuringia)의 5개 
주를 말한다.

279) 독일의 통일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자발적으로 편입되는 형식을 취하
였으며, 이는 전형적인 흡수통일 사례로 여겨진다(Dumberry, supra note 3, p.85; 정
인섭, supra note 22, 602면). 통일로 인해 동독의 법인격은 소멸하였고 국제법상 오
직 서독의 법인격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Crawford, Creation of States, supra note 28, pp.452-466 참조. 동서독 통일의 법
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Kay Hailbronner, “Legal Aspects 
of the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 Stat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1), Vol.2, Issue1, pp.33-34; Oeter, supra note 217, 
pp.351-352.



- 73 -

설명이다.281)

「독일통일조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24조는 공공자산 및 부채

(Public Assets and Debts)에 관한 제6장(Chapter VI)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부채의 문제는 ‘부채’의 처리(Debt Arrangements)에 관한 제23조

와 외국 및 서독에 대한 ‘청구 및 책임’의 해결(Settlements of Claims

and Liabilities vis-a-vis Foreign Countrie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에 관한 제24조에서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제23조에 따라

동독의 보증약정(Guarantee agreements)이나 그와 유사한 의무들은 연

방정부와 구동독의 주, 동베를린에 동등하게 배분된다.282) 반면 대외적

관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맥락에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Oeter는 “GDR의 대외 활동에 따른 해외 채권자(foreign

creditors)에 대한 책임과 채무 재조정(debt restructuring)에 관한 협상은

통일조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연방재무부의 책임”283)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독과 외국 간의 무역이나 외화의 문제 등 경제적 측면에

관계되는 청구 또는 책임에 대해 통일 독일이 승계를 한다는 점은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같은 측면에서 Quint는 제24조를

설명하면서 동독의 국제적 ‘계약’ 의무(international contractual

obligations)는 동독 내 주의 개입 없이 독일연방이 해결한다고 설시284)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Crawford나 Dumberry가 예로 들고

있는 통일독일의 책임이행 사례들은 모두 경제적 측면의 문제 즉, 국유

화나 수용의 문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285) 이 같은

추정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가령 1992년 5월 13일 통일독일은 미국과

280) Volkovitsch, supra note 14, pp.2177-2178;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450; Dumberry, supra note 3, pp.86-87.

281) Dumberry, Ibid.
282) Peter E. Quint, “The Constitutional Law of German Unification”, Maryland 

Law Review (1991), Vol.50, No.3, p.534 note 217. 
283) Oeter, supra note 217, p.381.
284) Quint, supra note 282, p.534 note 217.
285)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p.450-451; Dumberry, supra 

note 3,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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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청구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286) 이를 통해 양국은

1949년부터 1976년 사이에 자행된 미국인 재산의 국유화, 수용, 몰수 등

에 관련된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1997년 외교문서

를 통해 1억 2백만 달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287)

그러나 독일 국내법원에서 다루어졌던 적지 않은 사건들에서 책임의

승계가 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독일통일조약」 제24조의

포섭 대상이 재산권 침해가 관련되는 대외적 문제에 관한 것이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승계를 긍정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책임의 승계가 부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 직전 동독이 직면하고 있던 대외적 법적 문제의 발생 시점을 시

기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나치 체제 및 1945년부터 1949년의 소련

점령기, 그리고 1949년 이후 동독 시절로 나눌 수 있다. 각 시기에 시행

되었던 국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

고 있었다. 이에 통일 직전 동독은 헌법 개정을 실시하고 1949년 이후

몰수된 사유재산의 반환에 관한 법규정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1990년 6

월 29일의 재산법(Property Act)288)은 1949년에서 1990년 사이 구동독

당국에 의해 수용 또는 몰수된 자산의 원 소유주에 대한 반환 의무에 대

해 규정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 금전배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도 했으며289) 부동산 반환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제기한 20만 8천 건을

포함해 대략 230만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290)

28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Certain Property Claims, 13 May 1992.

287) Dumberry, supra note 3, pp.92-93.
288)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Law for 

the Settlement of Open Property Questions).
289) A. Bradley Shingleton, Volker Ahrens and Peter Ries, “Property Rights in 

Eastern Germany: An Overview of the Amended Property Law”,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1), Vol.21, pp.345-57; David 
B. Southern, “Restitution or Compensation: The Land Question in East 
Germany”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93), Vol.42, 
No.3, pp.690-697; Dorothy Ames Jeffress, “Resolving Rival Claims on East 
German Property Upon German Unification” The Yale Law Journal (1991), 
Vol.101, No.2, pp.52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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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15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은 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위

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는 추후 독일통일조약에 부속되어 그에 반

하는 입법은 금지되었다.291) 공동선언 제3부는 1949년 이후에 몰수된 재

산은 원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제1부에 의거,

소련의 군사점령기에 동독 영토 내에서 발생한 수용과 관련해서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독일헌법재판소는 Land Reform 판

결292)에서 기본법이 발효하게 된 1949년 이전 소련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은 통일 독일이 질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 같은 배제의 합법성을 확인하

였다. 독일헌법재판소는 동 문제를 승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지는 아니하

였으나 일부 학자는 이를 책임승계의 문제와 결부지어 설명한다.293) 서

독이 동독에 대한 승계국의 지위에서 책임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 재판소

의 구두발언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제 의견으로 반영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영토를 승계한 국가는 어떠한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수락된 국제공법상의 원칙이므로 서독에게는 동독 정부에 의

해 야기된 의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여 해

당 판결에 법적 문제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294) 이로써 통일 독일은

소련 점령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승계를 부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독 내에서 자행된 수용에 대한 책임의 승계에 관한 문제는 1999년 7

월 1일 연방행정법원(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의 판결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동독은 네덜란드 국적자의 부동산을 수용함으로써 국

290) Dumberry, supra note 3, p.89.
291) 독일통일조약 제41조 제3항.
292) Land Reform,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irst Senate), 23 April 

1991, in BVerfGE 84, 90 (reprinted in 18 EuGRZ 1991, p.121).
293) Jonathan J. Doyle, “A Bitter Inheritance: East German Real Property and 

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s ‘Land Reform; Decision of April 23, 
1991”, Michigan J.I.L. (1992), Vol.13, p.858; Charles E. Stewart,  “The Land 
Reform Decision”, American J.I.L. (1991), Vol.85, pp.690-696.

294) Doyle, Ibid.; Walter Leisner, “Das Bodenreform-Urteil des 
Bundeswerfassungsgerichts: Kriegsfolge- und Eigentumsentscheidung”, NJW 
(1991), Heft 25, p.1571. 이 같은 설명은 기본적으로 책임은 승계되지 아니하나 국가
의 의사에 따라 승계될 수도 있다는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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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위법행위를 야기하였는데, 법원은 원칙상 동독의 불법행위에 따른 독

일연방공화국의 책임을 부정하였다.295) 다만 수용된 재산이 추후 통일

독일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의무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승계되었다고 판결하면서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부정하

고 단지 금전배상만을 인정하였다.296) 이 같은 판결 결과는 통일독일이

원칙적으로 책임의 승계를 부정하면서 사안에 따라 보상의무를 인정하기

도 하였음을 확인하게 한다.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경우 즉, 동독과 외국 간의 금전적 문제가

개입되지 아니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독일통일조약」 제24조를 통해 책

임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97) 물론 승계 이전에 이미

동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배상액이 확정된 청구(liquidated claim)의

경우 이미 부채의 범주에 포섭되어 제24조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배상액이 확정된 청구의 경우에는 동독의

책임이 통일 이후 승계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확

정 청구(unliquidated claim)의 경우까지 모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지, 특히 재산권 또는 경제적 관계에 관련되지 아니한, 금전으로 환산하

기 어려운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독일이 책임

을 승계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유대인 대상 극악한

범죄에 대한 동독의 배상 선언이 있었음에도 통일된 시점 및 그 이후까

지 유대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적어도 동독 지역 내 나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통일 독일에 승

계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게 한다.

295)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of 1 July 1999, BVerwG 7 B 
2.99 (reprinted in 52 NJW 1999, p.3354)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p.450-451; Dumberry, supra note 3, p.90 재인용).

296) Ibid.
297) 전술한 바와 같이 Quint는 제24조 1항은 국제적 계약 의무에 관련된다고 설시하고 

있다(supra note 284 및 본문 참조). 또한 Florian Drinhausen (in Die 
Auswirkungen der Staatensukzession auf Verträge eines Staates mit privaten 
Partnern, Frankfurt, Peter Lang, 1995, p. 151), Ulrich Fastenrath(in “Der 
deutsche Einigungsvertrag im Lichte des Rechts der Staatennachfolge”, 44 
Ö.Z.ö.R.V., 1992, p. 39) 등도 독일통일조약 제24조 1항에 위법행위책임의 문제도 포
함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Dumberry, supra note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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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통일독일조약」 제24조 제1항이나 일부 일괄보상협정 체결

사례를 통해 동독의 책임을 인수하고자 하였던 통일독일의 의지는 인정

이 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일련의 국내적 판결 결과들은 불법행위에 대

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였다는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

하게 한다. 특히 국유화나 수용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었

던 경우의 책임까지 모두 승계된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V. 해체

1. SFRY

SFRY는 19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 선언을 시발로

5개의 공화국으로 분열하였다.298) 새로이 독립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1992년 5월 22일에,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1993

년 4월 8일에 UN에 신규 회원국의 자격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SFRY

의 중심이었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1992년 4월 27일 FRY를 구성하

고 SFRY와의 계속성을 주장하여 다른 승계국들과 견해 차이를 야기하

였다. 이로써 SFRY가 분리독립한 것인지 해체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다.299)

국제사회의 입장은 대체로 SFRY 각 승계국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FRY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시각에 입각해 있었다. 발칸 지역의 분쟁해결

을 위해 설치된 유고슬라비아 중재위원회300)는 1991년 11월부터 1993년

298) 다만 5개 공화국 중 세르비아-몬테네그로가 구성한 FRY는 2006년 몬테네그로의 분
리독립과 함께 추가로 분열되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 입각한다면 SFRY가 최종적으로 
6개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는 설명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책임승계 문제와 
함께 살펴보려는 “승계문제에 관한 협정”의 체결 시점인 2001년에 5개 공화국이 존재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서술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코소보도 독립을 선언하였으
나, 코소보 독립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299) 이와 관련하여 李根寬, supra note 227, 8면, 각주 28; 金度亨, “舊유고聯邦의 解體
와 1983년 國家財産, 國家文書 및 國家債務의 國家承繼에 關한 비엔나協約”, 서울국제
법연구 9권 2호 (2002), 196-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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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SFRY의 해체와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하여 총 15개의 의

견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SFRY는 해체(dissolution)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FRY는 SFRY의 유일 계승국이 아닌 신생국이라는

점이 분명히 선언되었다.301) UN 안보리 또한 결의 제757호 및 제777호

를 통해 FRY의 SFRY 계승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으며,302) UN총회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FRY는 UN에 신규 가입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

다.303) 결국 FRY는 2000년 11월 1일 신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다.304)

300) The Arbitratio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Yugoslavia. 일
반적으로 Badinter 위원회라고 알려져 있음.

301) Opinion No. 1, 29 November 1991, I.L.R. (1993), Vol.92, p.166. 관련 원문: 
“[...] the SFRY is in the process of dissolution”; Opinion No. 8, 4 July 1992, 
I.L.R. (1993), Vol.92, p.202. 관련 원문: “[...] the process of dissolution of the 
SFRY referred to in Opinion No. 1 is now complete and [...] the SFRY no 
longer exists.”; Opinion No. 10, 4 July 1992, I.L.R. (1993), Vol.92, p.206. 관련 
원문: “[...] the FRY is a new state which cannot be considered the sole 
successor to eh SFRY.”

302) UNSC Resolution 757, S/RES/757, 30 May 1992. 관련 원문: "Noting that the 
claim by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erbia and Montenegro) to 
continue automatically the membership of the former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in the United Nations has not been generally 
accepted"; UNSC Resolution 757, S/RES/777, 19 September 1997, 관련 원문: 
"Considering that the state formerly known as the SFRY has ceased to exist, 
Recalling in particular resolution 757 (1992) [...] Considers that the FRY 
cannot continue automatically the membership of the former SFRY in the 
UN; and therefore recommends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it decide that 
the FRY should apply for membership in the UN and that it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

303) UNGA Resolution 47/1, A/RES/47/1. 22 September 1992.
304) UNGA Resolution 55/12, A/RES/55/12, 10 November 2000. 이 같은 사실은 국

가의 동일성이나 계속성의 문제가 주장과 승인의 맥락에서 판단될 사항이며 국가들의 
견해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Crawford의 견해(Crawford, Creation of 
States, supra note 28, pp.670-671)를 상기시킨다. 이로써 일국의 동일성이 국가 스
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3국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유
고 사태는 SFRY로부터 비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분리·독립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질
에 부합할 것이나, 국제사회에서 SFRY와 FRY 간의 동일성이 부인됨으로써 SFRY는 
법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평가가 제시되는 것(정인섭, supra note 22, 
606면)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2001년 6월 29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승
계문제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ccession Issues) 전문에는 “구 유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5개 승계국”(the five successor States to the former SFRY) 또는 
SFRY의 붕괴(break-up)에 따른 국가승계 문제 해결의 필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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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10여년의 협상 끝에 2001년 6월 29일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유고

연방공화국 간 「승계문제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ccession

Issues)이 체결되었다. 이는 국가승계 문제를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동 협정은 2004년 6월 2일 발효하였으며,

SFRY의 권리, 의무, 자산 및 부채의 형평한 배분에 대해 다루고 있

다.305) 동 협정 제4항은 각 승계국이 상설합동고위대표위원회(A

Standing Joint Committee of senior representatives)를 설립하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이행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기타 권리, 이해관계, 책임”(Other rights, interests and liabilities)이

라는 제하의 부속서 F는 SFRY와 제3국 간의 책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우선 제1항은 “SFRY에 속하고 동 협정에 의해 달리 포섭되

지 아니하는 모든 권리와 이익(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사용료

및 SFRY로 인한 청구 및 부채를 포함)은 부속서 C에 규정된 금전자산

의 분배 비율306)을 고려하여 승계국들 간에 분배된다. 그러한 권리와 이

익의 배분은 협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상설합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다.307) 그리고 부속서 F의 제2항은 협정에서 다루어지

써 해체 또는 분리독립과 같은 국가승계법상의 승계유형 관련 용어는 사용되지 아니하
였다. 이것이 승계국 간 정치적 배려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국가승계법상 분리독립과 
해체의 구별이 실질적으로 난해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평가
가 제기되기도 한다(金度亨, supra note 299, 201면). 국가는 본디 계속성을 추정
(presumption of continuity)받는다는 점(O'Connell (1967), supra note 12, p.34)에
서 유고슬라비아 중재위원회나 UN이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SFRY와 FRY의 계속성을 부정하고 SFRY의 분열을 ‘해체’라고 결론지은 것에 대해 비
판이 제기되기도 한다(金度亨, supra note 299, 200면).

305) <http://treaties.un.org/doc/source/RecentTexts/29-1.pdf> 참조 (2019. 1. 25. 
최종방문).

306)  Annex C, Article 5(2)에 규정된 금전자산의 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다: Bosnia 
and Herzegovina: 15.5%; Croatia: 23.0%; Macedonia: 7.5%; Slovenia: 16.0%;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38.0%.

307) 원문: “All rights and interests which belonged to the SFRY and which are 
not otherwise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trade marks, copyrights, royalties, and claims of and debts due to 
the SFRY) shall be shared among the successor States, taking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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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모든 청구들이 상설합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승계국들

은 SFRY에 대한 모든 청구들과 관련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308) 다시 말해 SFRY의 국제책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단순

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정확한 책임 분배가 이루

어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309)

다만 이 조항들이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하여 규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310) Dumberry는 승계 문제에

관한 특별 교섭자로서 협정 서명에 대한 감독을 하였던 Sir Arthur

Watts 및 크로아티아 대표로 동 협정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였던

Vladimir-Djuro Degan 교수와 서신을 교환하였다.311) 그에 따르면

Watts경은 “타국에 대한 SFRY의 청구와 SFRY에 대한 타국의 청구를

불문하고 국제책임의 문제가 부속서 F 제1항 내지 제2항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Degan 교수는 “부속서

F는 국제책임의 승계에 관한 이슈는 다루지 아니하며 협상 기간 동안

어느 국가도 타국에 대한 SFRY의 배상청구의 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였다. 즉, 부속서 F 제1항 내지 제2항의 범위에 국가책임의

문제가 포함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roportion for division of SFRY financial assets in Annex C of this 
Agreement. The division of such rights and interests shall proce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Standing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4 of this 
Agreement.”

308) 원문: “All claims against the SFRY which are not otherwise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by the Standing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4 of this Agreement. The successor States shall inform one 
another of all such claims against the SFRY.”

309) Dumberry, supra note 3, pp.119-122.
310) Dumberry, Ibid., p.121 note 294 & p.323 note 60.
311) Dumberry는 Sir Arthur Watts 및 Vladimir-Djuro Degan 교수로부터 서신의 내

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고 해당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소개하고 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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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R 해체

시리아의 독립으로 UAR은 1961년까지만 존속하고 해체되었다. 이후

이집트는 1958년에서 1961년 사이 UAR에 의한 국유화와 관련하여 책임

을 승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

국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유화 대상이 된 외국 국적자들에게 금전배상

할 것을 규정하였다.312) 이는 UAR 해체 후 그 승계국인 이집트가 선행

국인 UAR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였음을 보여준다.

VI. 인수된 책임의 한계

전술한 국가실행을 통해 국가승계 이후에도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가

모두 부인된 것은 아니며 관련 책임이 일정 부분 승계국에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승계 발생 시 선행국의 모든 국제위법행위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승계 당사자들 간 또는 승계국과 제3국 간 협

약의 체결을 통해 선행국의 책임이 승계국에 이전됨을 확인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국가실행의 양상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지 아

니한다는 전통적 관념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논의의 전제

가 되는 국가 ‘책임’의 법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

다. 전통적으로 국가승계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소위 사법상의 상속 개

념이 국가승계에 미친 대표적인 영향은 승계의 ‘자동성’이라는 개념에 관

련된다.313) 사법상의 상속이 법의 작동을 통해 일방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타방 개인에게 이전(devolution)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국제

공법상의 ‘승계’ 개념에도 이 같은 ‘법 자체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이

전이라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314) 이 같은 관념은 Kelsen에 의해서도

312)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A/CN.4/708, p.13, para.43; 
Dumberry, supra note 3, pp.107-110.

313) Lee, The Law of State Succession, supra note 2, pp.24-25.
314) Humphrey Waldock, First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and Governments 

in respect of treaties (Doc. A/CN.4/202), 15 March 1968, in ILC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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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바 있는데, 그는 국가승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영토 이전 시

선행국의 권리, 의무가 국제법에 의해 선행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때로는

선행국의 의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승계국에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시한 바 있다.315) 따라서 전통적인 국가승계의 관념 속에는 관련 국가

들의 개입 없이 관습국제법의 작동을 통해 승계 관련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메커니즘이 상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16)

다시 말해 법적 승계란 이처럼 법의 작동을 통한 승계의 자동성을 염

두에 둔 개념이다. 그에 반해 다음과 같은 Bin Cheng의 설시는 자동적

승계와는 상이한 유형의 국가승계 양상을 설명한다.

“법리적 측면에서 [...] ‘인수된 책임’(assumed responsibility)과 소위 진정

한 의미의 책임 즉, 불법행위에서 기인하는 책임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항상 기억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책임은 그 기원이

나 범위, 결과에 관하여 잘 정의된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법개념이며, ‘인

수된 책임’은 의무의 범위가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상 동의에 

기초한 계약적 의무에 불과하다.”317) 

주지하다시피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이라는 것은 국제의무 위반

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행위의 귀속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당위적으로 발생

하는 책임이 상기 인용문에서 Bin Cheng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수된 책임이란 기 발생한 책임 중 유

책국이 그 이행에 관하여 수락한 범위 내에서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가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

생하게 되는 법적 책임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국과 계약을 체결

1968, Vol.II, p.91, para.3.
315) Hans Kelsen, “Théorie générale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problèmes 

choisis”, Recueil de cours (1932), Vol.42, p.325.
316) Lee, The Law of State Succession, supra note 2, p.25.
317) Cheng, supra note 51, p.167.



- 83 -

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상의 책임은 인수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318)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승계의 근거로 제시된 국가실행을 돌이

켜볼 때 승계된 책임으로 제시된 사례들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에 해당하

는가에 대한 답은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승계 발생 이후 국가들

은 선행국에 의해 발생된 소위 진정한 의미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국가승계 당사국 간 혹은 승계 당사국과 피해국 간 협약을 체결한다.

동일성과 계속성이 부정됨을 내포하는 국가승계라는 용어의 개념 특성상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원칙은 책임성립의 요건 중 귀속성이라는 주관

적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인격의

측면에서 동일한 국가가 아니므로 원칙상 승계국에 귀속되는 행위는 아

니지만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칙을 매개로 행위 귀속이 인정되는 것이다.

관습국제법상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필연적으로 승계

하도록 하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들은 협약체결이라는 수단을

통해 선행국의 책임을 인수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책임의

처리 방향에 관한 협약상의 내용이 바로 승계에 관한 법원칙으로서 매개

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따른 진정한 의미

의 국가책임은 승계국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국가승계 당사국 간 혹은 승

계국과 피해국 간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비로소 인수된 책임의 범위 내

에서 승계국이 책임에 구속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319)

문제는 이러한 실행이 단지 국가책임의 승계에 대한 국가들의 결정 양

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위적 측면에서 자동적 승계를 담보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협약체결을 통해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에

318) Cheng, Ibid., pp.165-170. 독일-미국 혼합청구위원회(the German-United States 
Mixed Claims Commission)의 다음의 설시는 이 같은 구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
다.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상의 구제방안(reparation) 이행을 위하여 미
국과 독일은 1921년 8월 21일 베를린 조약을 체결하였고, 1922년 독일-미국 혼합청구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독일의 금전 책임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문
제 삼는 것은 조약 문언상 독일이 손해를 야기한 행위에 관한 책임을 수락하였는지 여
부일 뿐 그러한 행위의 죄질(quality)이나 국제법상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가 아니
다”(Administrative Decision No. V, 31 October 1924, R.I.A.A., Vol.VII, p.148)라
고 하였다. 여기서 조약상 인정되는 책임이라는 것이 수락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Cheng, Ibid., p.166).

319) Cheng, Ibid., pp.167-168.



- 84 -

대한 국가책임을 승계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확인된다고 하여 다수에 의

해 관습국제법이라고 여겨지는 국가책임의 불승계 원칙이 부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극단적으로 어떠한 국가가 선행국의 국

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모두 부정한다고 하여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 상기의 책임인수 사례들이 오늘날의 변화된 책임승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사법기구 결정

I. 국제재판소 판결

1. 영토일부이전: Lighthouses 중재사건320)

(1) Claim No.12a

Claim No.12a는 프랑스 회사가 설치해 놓은 부표(buoy)를 오토만 제

국이 임의로 제거한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가 승계국으로서 책임을 이행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중재판정부는 오토만 제국의 행위

가 안보상의 이유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양허계약에 따라 보상요

부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설사 보상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320)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4 July 1956, I.L.R. (1956), Vol.23, p.81;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 No. 12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4 July 1956, I.L.R. (1956), p.106. 전술한 바와 
같이 Lighthouses 중재사건은 1956년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 규칙으로 구성된 
프랑스-그리스 중재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PCIJ의 1934년 
Lighthouses 사건(Lighthouses Case between France and Greece, Judgment of 
17 March 1934, P.C.I.J. Series A/B, no.62)이나 1937년 Lighthouses 사건
(Lighthouses in Crete and Samos, Judgment of 8 October 1937, P.C.I.J. Series 
A/B, no.71)과는 구분을 요한다(본고 각주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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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321) 이 같은 판정

결과는 1923년 7월 24일 터키와 연합국이 체결한 로잔 조약(the

Lausanne Peace Treaty)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동 조약의 제12 의정서

(Protocol XII) 제9조에는 터키가 영토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되

는 시점까지 터키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규

정되어 있었다.322)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평화조약에 따라 오토만 제국의

영토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시점이 터키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이 종료되어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며323)

1911년 시점에 오토만 제국의 부표 제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리스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324)

판정 결과와 관련해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승계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325) 영토 일부 이전의

경우 계속하여 존재하는 선행국이 승계일 이전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326) 그러나 동 판

321)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 No. 12a), Ibid., 
I.L.R. (1956), p.108.

322) Article 9 of Protocol XII the Lausanne Peace Treaty 원문: "In territories 
detached from Turkey under the Treaty of Peace signed this day, the State 
which acquires the territory is fully subrogated as regard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urkey towards the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owers, 
and companies in which the capital of the nationals of the said Powers is 
preponderant, who are beneficiaries under concessionary contracts entered 
into before the 29th October, 1914, with the Ottoman Government or any 
local Ottoman authority. The same provision will apply in regards 
concessionary contracts entered into with the Ottoman Government or any 
Ottoman local authorit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Treaty providing 
for the transfer of the territory. This subrogation will have effect a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treaty by which the transfer of territory was 
effected except as regards territories detached by the Treaty of Peace signed 
this day, in respect of which the subrogation will have effect as from the 
30th October, 1918". (밑줄 강조 추가).

323)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 No. 12a), I.L.R. 
(1956), p.108.

324) Ibid.
325) Charles Rousseau, “L'Affaire franco-hellénique des Phares et la sentence 

arbitrale du 24 juillet 1956”, R.G.D.I.P. (1959), Vol.63, p.274.
326) Dumberry, supra note 3, p.132.



- 86 -

정의 결과는 사실상 로잔조약상의 합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었고 터키의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였다는 측면에서 책임 문제를 판단한 것이

아니었기에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 여부에 관한 기본원칙을

도출하는 기초 판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 Claim No.11

Claim No.11은 1903년 크레타 정부가 원고인 Collas et Michel에 2개

의 등대 건축을 명하였다가 1908년 철회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327) 중재판정부는 Collas

et Michel과 크레타 정부, 오토만 정부 각각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음

을 규명한 후 이러한 책임들 및 각 당사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

스에 책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328)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의 행위와 관련하여 크레타 정부에 귀속되는 일반적인 책임은

1923/1924년 그리스의 양허계약상의 권리, 의무 최종승계에 의해서든,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1913년의 크레타 섬에 대한 영토주권의 승계에 의

해서든 그리스로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329) 재판부에 따르면 영토

의 승계와 크레타 정부의 1903년 등대 건축 명령 및 1908년 철회 간의

관계가 너무나 요원하여 그리스에 대한 책임 이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고 보았다.330)

이러한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도 국제위법행위의 불승계 원칙에 기초한

판정이라는 견해와 계속하여 존재하는 선행국이 승계 이전에 행한 행위

에 대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의 발로라는 견해가 존재한다.331)

그러나 Claim No.11과 함께 제시된 아래의 Claim No.4의 판정 결과332)

327)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81.

328) Ibid., p.89.
329) Ibid.
330) Ibid.
331) Rousseau, supra note 325, p. 274; Dumberry, supra note 3, p.132.
332)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p.83, 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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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고려하면 과연 중재판정부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불승계를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3) Claim No.4: 자치정부 책임의 승계 인정

제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흔히 Lighthouses 중재사건이 책임승계에

관한 새로운 시각 즉, 책임의 승계 가능성을 인정한 국제재판소 판결이

라고 설명할 때 제시되는 것이 바로 Claim No.4에 대한 판정 결과이다.

Claim No.4는 1908년 크레타 자치정부가 발표한 그리스 선박회사 및 보

유 선박에 대한 세금면제 법이 관련된 사건이다. 동 법은 크레타섬이 공

식적으로 그리스에 이전되었던 1913년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프

랑스는 이러한 세금면제가 프랑스의 양허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중재판정부는 “오직 국가승계 일반에 관한 관습국제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상의 규칙에 따라 책임이 이전되어” 승계국인 그리스의 책임으

로 귀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333) 이에 Claim No.4 판정 이후 국가책임의

승계 가능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되곤 한다.

물론 Claim No.4의 판정 결과가 과연 국가책임의 승계를 인정한 것인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부는 오토만 제

국의 일부로서 제국이 체결한 양허계약상의 의무에 구속받고 있던 크레

타 자치정부가 양허계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그러

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334) 따라서 자치정부인

크레타의 양허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크레타 병합 후 그리스

가 그러한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스 스스로 크레타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여 승계국으로서 양허계약 위반에 따른 금

전배상 의무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335) 재판소는 또한 “그리

333)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90.

334) Ibid.
335)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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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부는 충분한 이유 하에 자신의 책임을 승인하였다”고도 설시하였

다.336) 이를 근거로 그리스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을 지게 된 것일 뿐 Lighthouses 중재판정부의 판결 결과를 책임승계

인정 사례로 보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엄격한 의미의 선례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337)

그런데 이 같은 비판이 온전히 타당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

다. 이 같은 지적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1913년 그리스의 크

레타 섬 병합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가 크레타 섬을

병합한 1913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책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승계로 인한 것은 아니라

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의 책임에 1913년 이전에

크레타 정부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과연 그리스의 책임에 크레타의 불법행위

에 대한 책임이 승계된 부분은 전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여 판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아니하

다.338) 다만 적어도 Claim No.4와 관련하여서는 1913년 이전 크레타의

불법행위 책임이 그리스에 승계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339) 판정 과정에서 중재판정부가 책임의 불승계 원칙에 대해 지

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고 책임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던 것340)은 1913년 이전에 발생한 크레타 책임의 승계를

전제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336) Ibid.
337) 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Kreća, Judgment 2015, p.489, para.64.
338) Dumberry, supra note 3, p.138. 191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 승계를 긍정하

는 학자로는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J.H.W. Verzijl과 James Crawford, Michael 
John Volkovitsch, Patrick Dumberry 등이 있으며, 부정하는 학자로는 
Jean-Philippe Monnier, Wladyslaw Czaplinski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Dumberry, Ibid., pp.139-140 참조.

339) Dumberry, supra note 3, p.138.
340)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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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에 따른 책임승계 판단의 필요성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Lighthouses 중재사건이 책임승계를 일

반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책임도 경우에 따라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341) Lighthouses 중재사건 판결문

자체에도 국가승계가 관련되는 모든 경우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설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많지도

않고 일률적이지도 아니한 국제재판소 판례나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결정

적인 선례로 중요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342)

중재판정부는 특히 중립국 영토에 대한 침공과 같이 국제법의 직접적

위반에 관계되는 의무와 사법(私法)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두 개의 독립국가가 자발적으로 단일국 또는 연합국을 형성하는

것과 일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을 강제로 합병하는 것, 단일 국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는 경우와 식민지 독립을 통한 신생독립국의 탄생 사

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343) 결국 이러한 모든 차이점들을 고

려하여 국가승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기존의 승계 부정 원칙에서 벗어나 국가승계의 유형과 책임승

계의 연계를 시도하였고, 크레타 정부의 책임이 그리스에 승계된다고 결

론지었다.344)

위반된 의무의 성격이나 국가승계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안의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341)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483-484. 
342)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91. 중재판정부는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선례로 인정
할 수 없는 사례로서 책임 불승계의 주요 사례로 제시되는 Robert E. Brown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Ibid.).

343)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p.92-93.

344) 물론 결정적으로 그리스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그리스가 크레타를 병합한 이후 크
레타의 이전의 위법 행위를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Ibid.,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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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s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는345) 책임승계에 관한 기존의 절대

주의적 입장을 부정하고 책임승계의 인정가능성에 중요한 단초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Lighthouses 중재사건의 판정부가 책

임승계에 관한 보편적인 규칙의 존재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으며 영토승

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동일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46)347)

2. 해체: Gabčíkovo-Nagymaros 사건348)

345) Ibid., pp.91-92.
346) Czaplinski, supra note 11, p.345; 임예준, supra note 12, 188면.
347)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91; 한편 승계의 문제에 천착한 O’Connell은 이 같은 중재판정부의 판
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 가능성과 관련한 자신의 독
자적인 견해를 피력한다(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483-486). 그는 승계
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기득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해
서도 기득권 이론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즉, 국가승계 이전에 책임
관계가 확정되어 부채에 포섭되는 청구(liquidated claims)는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
로 보아 책임이 승계되는 것이고, 책임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청구(unliquidated 
claims)의 경우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승계의 인정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Ibid., 
p.485). 기득권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책임승계가 관계되는 사건들을 구
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만큼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48)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는 1977년 9월 16일 “가브
치코보-나지마로스 댐 체계의 건설 및 운용에 관한” 조약(이하 “1977년 조약”)에 서명하
였고 해당 조약은 댐 체계의 건설 및 운용을 ‘공동 투자’(joint investment) 형태로 시행
토록 하고 있었다. 관련 프로젝트는 1978년에 시작되었는데 1989년 프로젝트에 대한 
헝가리 내부에서의 강한 반발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나지마로스 포함 일부 구간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Variant C”로 
알려진 계획 하에 일부 구간의 수로 변경 등을 결정한다. 한편 양국 간 협상 지속에도 
성과가 없자 헝가리는 1992년 5월 25일부터 1977년 조약의 효력이 종료한다는 내용의 
구상서(a Note Verbale)를 체코슬로바키아에 전달하였다. 1992년 10월 15일, 체코슬로
바키아는 Variant C 작업을 시작하였고 다뉴브강은 폐쇄되었다. 그러던 중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가 독립하였고, 1993년 4월 7일 “헝가리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스 프로젝트에 관한 견해 차이를 ICJ에 회부하는 특별 협정”이 
브뤼셀에서 서명되면서 ICJ 절차가 시작되었다. 본 건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었으나 본고에서는 국가승계에 관련되는 내용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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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주장

헝가리는 책임의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위법행위 책

임이 슬로바키아의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349) 특히 체코슬로

바키아의 조약위반 책임이 슬로바키아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

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련의 조약 및 관습국제법 위반 행위로 야기된

피해의 구제에 관한 2차 의무는 1977년 조약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소멸

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존속한다고 주장하였다.350)

그러나 헝가리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의

승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351) 헝가리는 “일반적으로 국제책임은 승

계되지 아니한다는 잘 수립된 원칙을 뒤집을만한 ‘곡예적’인 요소는 없

다”고 전제한 뒤 다만 “승계국이 선행국이 자행한 위법행위를 인수

(assume)하는 것처럼 행동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352)

1993년 1월 1일 이후 슬로바키아는 현재 자신의 영토에 관계되는

Variant C를 유효하게 승인하였고 자신의 행위로써 이전에 체코슬로바

키아에 귀속되던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것이다.353) 슬로바키아가

1977년 조약의 당사자였는지 여부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자행한 위법행위

로 야기된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슬로바키아는 국가승계

이후 다뉴브강을 원상복귀하여 강의 불법적 변형으로 인한 손해를 경감

시켜야 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354) 게다가 슬로바키아는 특별협정

서문을 통해 권리·의무의 승계를 선언함으로써 기 존재하던 법적 관계

및 국제법 위반에 따른 의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다.355)

349) Memorial of the Republic of Hungary, Vol.I, 2 May 1994, para.8.01.
350) Ibid., para.8.03.
351) Dumberry, supra note 3, p.114.
352) Reply of the Republic of Hungary, Vol.I, 20 June 1995, para.3.163. 이 같은 

내용은 헝가리 측 Counsel이었던 Pierre-Marie Dupuy의 구두변론내용 에서도 확인된
다(Oral Pleadings, 7 March 1997, para.6).

353) Ibid.; Memorial of the Republic of Hungary, Vol.I, 2 May 1994, pp.244-245, 
para.8.04.

354) Reply of the Republic of Hungary, Ibid., para.3.163.
355) Memorial of the Republic of Hungary, supra note 349, p.245, 

paras.8.05-8.06. 헝가리는 특별협정 서문은 슬로바키아가 처음부터 국제위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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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슬로바키아는 헝가리가 2차의무의 승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

여 2차의무는 1차의무의 결과(corollary)인데 1차의무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차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

을 제기하였다.356) 슬로바키아는 헝가리가 1,2차의무를 인위적으로 구분

한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널리 수락된 이론

을 회피하고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하였다.357)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1977년 조약 위반이나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헝가리의 2차규칙 의무의 법적 승계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항변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였다.358)

(2) 재판소 판결

ICJ는 1977년 조약의 성격에 집중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다.359) 즉,

1977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다뉴브강을 따라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에 거대하고 통합된, 불가분의 복합적 구조 및 시설물(a large,

integrated and indivisible complex of structures and installations)을 건설

및 공동운영하는 것에 관계되며, 중요한 국제 수로 상의 항행체제

(navigational régime) 수립에 관계되는 것으로 다뉴브 강의 다른 사용자

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60) 이어 1978년 비엔나협약 제12조

성안 과정상 ILC의 논의 및 주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12조는 조약

자체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조약에 의해 수립된 영토적 성격의 권

한 의무를 승인한다는 선언(a declaratory statement)이라고 판단하였다.
356) Counter-Memorial of the Slovak Republic, Vol.I, 5 December 1994, p.68, 

para.3.58.
357) Ibid., p.69, para.3.59. 이와 관련하여 Monnier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Ibid., 

para.3.60).
358) Counter-Memorial of the Slovak Republic, Vol.I, 5 December 1994, p.71. 

para.3.69.
359)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p.71, para.123.
360) Ibid., pp.71-72, para.123. ICJ는 제3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1948년 「다뉴브에서의 

항행체제에 관한 협약」 제18조에 “국제적 페어웨이(international fairway)상 연속적이
고 안전한(uninterrupted and safe) 항행”을 보장할 것이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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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의무가 국가승계에 영향 받지 아니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슬로바키아보다는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

다.361) 즉, 국경이나 영토체제를 설정한 조약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여전

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권리와 의무는 승계국을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ICJ는 국가승계 이전 체코슬로바키아가 행한 국제위법행위 즉,

“Variant C” 계획의 시행을 통한 1977년 조약 위반362)에 대하여 금전배

상 의무를 인정하고,363) ‘슬로바키아가 프로젝트 관련 권리와 의무에 관

한 승계국’이라는 특별협정 서문의 내용을 토대로 슬로바키아에 대한 배

상책임을 인정하였다. ICJ는 ‘슬로바키아가 프로젝트 관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승계국’이라는 문구를 ‘슬로바키아가 승계국으로서 체코슬로바키아

의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승계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하여 슬로바키아가 슬로바키아 자신의 행위 뿐

아니라 (선행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

다고 판시하였고,364) 헝가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슬로바키아 자신이 입

은 손해 뿐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권

리를 인정하였다.365)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ICJ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

한 정치한 논리에 입각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1977년

조약을 기초로 수립된 영토체제가 해당 영토에 부착되는 권리와 의무를

생성하여 국가승계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승계국을 구속한다는 점을 토대

로 국가승계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와 슬로바키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2차규칙의 승계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토

적 관련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366) 또한 특별협정 서

문을 기초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책임이 슬로바키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

361) Ibid., p.72, para.123.
362) Ibid., p.54, para.78; p.56-57, para.87-88. 
363) Ibid., p.81, para.152.
364) Ibid., p.81, para.151.
365) Ibid.
366) Dumberry, supra note 3, p.290; IIL Yearbook 2015, pp.535-536, para.59; 임

예준, supra note 12,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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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한 책임 승계의 사례로 설명되기도 한다.367) 즉,

승계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행국의 위법 행위 책임을 인수한 경

우 책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국가책임법 제11조

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68)

한편 동 사건에서의 책임승계 판단에는 국가승계 이전부터 헝가리측

관계자와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권한을 이행하였던 주체가

사실상 슬로바키아 정부 수상이었다는 점도 참고되었다.369) 해석컨대 체

코슬로바키아 해체 이전부터 슬로바키아 정부 수상이 사실상 자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책임승계 판단에 긍정적인 단초로 기능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 사건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370)

II.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371)

1. 승계유형: 분리독립

앞서 SFRY의 국가실행에 관한 부분에서 SFRY가 해체되어 5개 공화

국으로 분열되었고 2001년 5개 승계국 간 승계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 설시한 바 있다.372) 5개 승계국 중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당초

FRY를 구성하여 SFRY와의 동일성을 주장하였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인

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국가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6년 6월

3일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의 연합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367) Dumberry, supra note 3, pp.114-115;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p.446-447..

368) Crawford, Ibid., p.447.
369) Ibid., pp.72-73, para.124.
370) Dumberry, supra note 3, p.116.
371)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App. No. 11890/05), ECtHR, Judgment of 

28 April 2009.
372) 본고 제3장 제1절 SFRY의 국가실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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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며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2006년 6월

14일 세르비아 공화국이 FRY에 이어 유럽평의회 회원자격을 지속할 것

이며 세르비아의 회원자격은 2006년 6월 3일부터 인정된다고 발표하고,

세르비아를 유럽인권협약을 포함하여 FRY가 당사국 또는 서명국으로

있던 유럽협약들의 당사국 또는 서명국이라고 명시하였다.373) 몬테네그

로와 관련해서는 2007년 5월 7일과 9일에 2006년 6월 6일부터 유럽인권

협약과 제 의정서의 당사국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하였다.374) 즉,

몬테네그로의 독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럽인권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관계는 국가승계의 유형 중 분

리독립에 해당한다. 세르비아는 FRY의 법인격을 유지한 계속국이며 몬

테네그로는 FRY로부터 독립한 승계국이다.

2. 사실관계

몬테네그로 지역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 국적의 원고(제1청구인)는

1989년 남편과 이혼한 후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자 판결 내용 미집행을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하였다.375) 제1청구인은 2005년 3월 24일에 청구를 제기하였

고, 제2청구인과 제3청구인은 2006년 1월 31일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각각 2005년 11월 28일, 2006년 2월 7일 FRY 정부에 인도되었고, 2006

년 4월 7일 FRY의 서면 입장 제출 및 2006년 5월 22일 청구인들의 답

변까지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2006년 6월 3일 몬테네그로가 독

373)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p.7-8, para.55.
374)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8, para.56.
375) 동 사건의 원고는 제1청구인과 두 자녀(각각 제2, 제3 청구인)로서 총 3인이었다. 그

런데 1995년 10월 23일 시점에 제1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두 
자녀에게 넘긴 바 있었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제1청구인의 원고적격
을 부정하였고(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p.12-13, 
para.71) 제2, 제3 청구인인 두 자녀들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몬테네그로 정부의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판결하면서 두 자녀들에 대한 금전배상을 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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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선언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2006년 6월 27일 세르비아와 몬테네

그로의 관계 정리를 위해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재판소의

질문에 원고들은 판결 집행 절차의 권한이 몬테네그로에 있었다는 점과

세르비아가 FRY의 유일 계승국376)이라는 이유로 몬테네그로와 세르비

아 각각을 독립된 국가로서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를 지속하겠다는 입

장을 표명하였다.377)

유럽인권재판소는 특히 유럽인권협약이 FRY에 발효하게 되었던 2004

년 3월 3일부터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선언한 2006년 6월 6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책임의 귀속 주체를 규명해야 했다.378) 엄밀히 말하면 몬테네

그로가 독립하기 이전 시점의 책임은 FRY가 지는 것이 타당하며, “몬테

네그로 헌법의 이행에 관한 법안”(the Constitution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Montenegro) 제

5조도 “몬테네그로가 2006년 6월 3일 가입한 인권 및 자유에 관한 국제

조약의 규정들은 서명 이후에 발생한 법적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379)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12월 21일에 발효한 “합리적 시간 내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법안”(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Act) 제44조가 2004년 3월 3일 이후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해당

법안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380) 몬테네그로도 세르비아

376) 판결문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일 승계국”(sole successo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승계”라는 용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FRY의 법인격을 계승한 세르비아
는 “유일 계속국”(sole continuator)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생각건대 
국내법상의 상속 개념으로 인하여 이 같은 용어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
다.   

377)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10, para.63.
378)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9, para.61. 생각건대 

이 경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국가의 공동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同旨, Marko Milanović,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and State Succession”, in Paola Gaeta (ed.), The UN Genocide 
Convention: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491). 다만 재판
소는 몬테네그로의 단독책임만을 인정하였다. 

379) See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6, para.42.
380) See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p.6-7, 



- 97 -

가 동 사건의 이행주체가 될 수 없음에 관하여 항변한 내용을 지지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유럽인권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몬테네그로가 2004년 3

월 3일부터 구속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381)

3.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 판결을

통해 인권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전의 어떤 사건에서도 국제법

상 인권조약이나 그 특별한 지위라는 측면에 기초하여 협약이 법적으로

자동 승계된다는 입장을 명시한 바는 없었다.382)

“유럽인권협약 제46조의 실질적인 요건과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근본적인 권리는 해체 또는 승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

토에 거주하는 개인들에 속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유럽인권협약과 제1

의정서가 2004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즉, 2004년 3월 3일과 2006년 6월 

5일 사이 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에 몬테네그로에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83)

paras.46-48.
381)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11, para.68. 이러한 판

단을 지지하는 사례로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상황이 인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
행국인 체코슬로바키아가 1992년 3월 18일에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였고 유럽평의회는 
1993년 6월 30일에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199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협약을 승계
한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재판소는 체코 또는 슬로바키아가 관련된 사건들에서 이들 국
가들이 탄생하기 이전 시점인 1992년 3월 18일부터 기산하여 위반을 판단하였다는 것
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Konečný v. Czech Republic (App. Nos. 47269/99, 
64656/01 and 65002/01), ECtHR, Judgment of 26 October 2004 사건을 예로 들
고 있다.

382) Benjamin E. Brockman-Haw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ijelic v 
Montenegro and Serbia (Application No 19890/05) Judgment of 11 June 2009”, 
Int'l & Comp. L.Q. (2010), Vol.59, No.3, p.854.

383)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12, par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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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기 인용문상의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가 거주하는 개인들에 속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서 판결문에 상세하게 제시된384) 자유권규약위

원회의 일반논평 제26호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몬테네그

로가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상기 인용문이 포함된 문단을 인용함으

로써385) 인권조약이 관련되는 한 국가승계에 관계없이 승계국을 자동적

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인권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문제

가 적어도 유럽인권재판소 차원에서는 하나의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해

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책임승계의 근거: 인권조약의 특수성과 자치성 요건

주지하다시피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의 승계는 엄연

히 구분이 된다. 다시 말해 인권조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것과 인

권조약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구분을 요한다.386) 그런

데 앞서 체코슬로바키아가 관련된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승계

384)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8, para.58.
385) Garzičić v. Montenegro (App. No. 17931/07), ECtHR, Judgment of 21 

September 2010, para.26; Mijušković v. Montenegro (App. No. 49337/07), 
ECtHR, Judgment of 21 September 2010, para.64; Zivaljević v. Montenegro 
(App. No. 17229/04), ECtHR, Judgment of 8 March 2011, para.75; Boucke v. 
Montenegro (App. No. 26945/06), ECtHR, Judgment of 21 February 2012, 
para.89; Stakić v. Montenegro (App. No. 49320/07), ECtHR, Judgment of 2 
October 2012, para.47; Milić v. Montenegro and Seribia (App. No. 28359/05), 
ECtHR, Judgment of 11 December 2012, para.65; Vukelić v. Montenegro (App. 
No. 58258/09), ECtHR, Judgment of 4 June 2013, para.98.

386) 이러한 측면에서 베니스 위원회(infra note 389)는 몬테네그로가 2006년 6월에 독립
을 선언하였고 2007년 5월에 유럽평의회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지위를 2006년 6월로 
소급하여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몬테네그로가 ECHR에 구속받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6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선행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승계국의 책임에 관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infra 
note 390, p.7, para.34). 생각건대 베니스 위원회의 견해는 승계국 내에서의 조약의 
발효일자와 관계없이 선행국이 이미 그러한 조약에 구속받고 있었고 그에 대한 위반으
로 인해 국가책임이 야기되었다면 그러한 책임이 승계국에 이전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
이라 할 것이다. 실제 브리프의 이어지는 문단들에서는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승계
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국가책임도 승계될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몬테네그로의 책임
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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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체코 또는 슬로바키아의 유럽인권협약 위

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 결과는

자동승계된 유럽인권협약을 기초로 승계국에 위반 책임을 부담한 것인데

이에 대해 체코나 슬로바키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

문에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까지도 자동승계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

다.387)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인권조약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의 자동승계에 관하여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세르비아의 피고적격을 부정

하고 몬테네그로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 근거로 몬테네그로의 자치성이라

는 측면을 제시하였다.

“문제된 절차가 오로지 몬테네그로 당국의 권한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 몬테네그로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있어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세르비아에 관한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388) 

사실상 국제위법행위가 FRY 시절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

면 FRY의 법인격을 계승한 세르비아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된 행위에 대

한 권한이 국가승계 이전부터 오직 몬테네그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자치권 보유의 측면에서 승계국인 몬테네그로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제3자 참여 자격을 얻고 Amicus Curiae 브리프를 제

출한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389)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

387) Menno T. Kamminga, “Impact of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in Menno T. Kamminga and Martin Scheinin (eds.), The Impact of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03.

388)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12, para.70.
389) 유럽평의회의 기관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로서 베니스에서 매년 연차회의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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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베니스 위원회의 브리프에 따르면 FRY 구성의 기초가 되었던

2003년 헌법 제 조항에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각각의 상당한 자치 정

도를 확인할 수 있다.390) 헌법 제2조는 두 구성국의 평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며, 헌법상 FRY 당국의 권한은 국방이나 국제관계, 공동시장의

유지 등에 한정된다. FRY 재판소의 권한은 헌법에 따른 문제에만 국한

되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시민들의 청구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청구에 관하여

재판소가 판결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이미 Matijasevic v Serbia 사

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391) 사실상 사법체계나 민형사 소송절차, 경찰제

도, 부동산, 사회보조 등 모든 문제에 관한 권한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

로 각 정부의 권한에 놓여 있었다.392) 이러한 측면에서 베니스 위원회는

몬테네그로에서 발생한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에 대한

책임은 몬테네그로가 지는 것이 당연하며 국가승계 이전에 발생한 사건

이라는 이유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인위적이

고 사안을 복잡하게 할 뿐 실용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393)

게다가 인권조약상의 의무가 가진 특수성에 기초할 때 이러한 결론이

여 베니스 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및 기타 유럽, 아프리카, 아
메리카, 아시아의 총 58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스스로의 결
정에 따라 또는 의견 요청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로 헌법조항이나 다른 법규범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경우에 따라 기존
에 제시하였던 의견들에 기초하여 amicus curiae 브리프나 보고서, 실행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한다. 베니스 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 시 
위원회의 의견을 규범적 또는 경험적 기초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Wolfgang Hoffmann-Riem, “The Venice Commission of the Council of Europe: 
Standards and Impact”, E.J.I.L.(2014), Vol.25, No.2  참조.  

390)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Venice Commission), 
Amicus Curiae Brief in the case of Bijelić against Montenegro and Serbia 
(Application No. 11890/05) pending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76th Plenary Session, Venice, 17-18 October 2008, on the basis of comments 
by Mr Anthony Bradley and Mr Iain Cameron, p.3, para.8.

391) 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p.3, paras.8-10.
392) Ibid.
393) 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p.6, par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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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된다는 것이 베니스 위원회의 판단이었다.394) 이와 관련하여 베니

스 위원회는 첫째, 유럽평의회가 몬테네그로의 독립으로 인하여 인권보

장상의 공백(vacuum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둘째, 인권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진 유럽인

권협약은 단지 국가들 간의 상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유럽 공공질서(European

public order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s)를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395) 또한 이 같은 판단은 국가책임법 제10조에서 국가수립에

성공한 민족해방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생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책임 이전의 근거가 민족해방단체와 신생국 간의 계

속성(continuity)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하였

다.396) 즉,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에서 FRY 존속 시점

의 몬테네그로 정부와 국가승계 이후 독립한 몬테네그로가 계속성을 가

진다는 점에서 책임의 이전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397)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조약과 국가책임 승계의 맥락이 아닌 일반국제법과 국가책임 승계의

맥락에서도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의 책임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판결 결과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관계된 일련의 유럽인

권재판소 판례들에서 지속적으로 원용되어 판례법을 확립해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398) 또한 이처럼 국가승계 이전에 자치성을 가지고 있던 선

394) 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p.7, para.32 and pp.9-10, para.44.
395) 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pp.9-10, para.44.
396) 베니스 위원회 브리프, p.9, paras.41-44.
397) 베니스 위원회는 만약 몬테네그로 영토에서 발생한 유럽인권협약 위반 행위가 오로지 

FRY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모조리
(wholly) 몬테네그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였다(Ibid., para.43). 생각건대 이 같은 위원회의 언급은 계속국으로서의 세르비아와 
영토적 관련성을 가진 승계국으로서의 몬테네그로 간 공동책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측면은 ‘모조리’라는 단어를 이탤
릭으로 처리하여 강조하고 있는 브리프 내용을 통해 유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398) Šabanović v. Montenegro and Serbia (App. No. 5995/06), ECtHR, Judgment 
of 31 May 2011, para.28; Lakićević and Others v. Montenegro and Serbia 
(App. Nos. 27458/06, 37205/06, 37207/06 and 33604/07), ECtHR, Judgment of 
13 December 2011, para.41; Milić v. Montenegro and Serbia (Ap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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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국의 구성단위가 추후 승계국의 조직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승계

가 인정된다는 것은 IIL 결의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399) 다만 이와 관련

하여 어느 정도의 동일성이 있어야 책임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위법행위의 양적 혹은 질적 차이에 따라 책임 승계의 정도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 선행국과 승계국 간 공동책임의

인정 여지도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된다.400)

III. 국내재판소 판결: Mwandinghi 사건401)

1. 승계유형: 신생독립국

나미비아는 1884년부터 1915년 독일의 식민통치, 1915년부터 1920년

영국의 점령, 1920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임통치(mandate)를 받

았다. 1966년 위임통치가 종료되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미비아를

계속하여 불법 점령하였고 나미비아는 1990년 3월이 되어서야 독립을 달

성하게 되었다. 나미비아는 국가승계의 제 유형들 중 소위 신생독립국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약의 승계에 관한 1978년 비엔나협약 제16조는 신생독립국의 경우

국가승계 시점에 관련 영토에 대하여 조약이 발효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승계 대상이 된

영토와 관련하여 조약이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생독

립국은 그러한 조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생독립국이 주권적

28359/05), ECtHR, Judgment of 11 December 2012, para.40.
399) IIL Yearbook 2015, p.536-537, paras.63-65. IIL은 책임승계가 인정되었던 

Lighthouses 중재사건 Claim No.4 관련 판결에서 오토만 제국과 크레타, 그리스의 관
계를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400) Brockman-Hawe, supra note 382, pp.864-865.
401)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14 December 

1990, in 1991 (1) SA 851, in 91 I.L.R. (1993), p.343;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25 October 1991, in 1992 (2) SA 355, 
in 91 I.L.R. (1993),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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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따라 선행국이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하

는 경우 관련국과의 합의 또는 통고를 통해 조약을 승계할 수는 있

다.402) 신생독립국에게는 기 체결된 조약에 대한 구속 여부를 국가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국가의 재산 또는 문서 등에 관한 1983년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권리 또는 이익의 획득에 가까운 국가재산이나 국

가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생국에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403)하는 반면

승계국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경우 선행국과 승계국

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한다.404) 이는

탈식민지의 특수상황 즉, 신생국의 경제상황 및 부채 이행 능력의 문제

와 주권의 평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405)

신생독립국이 선행국이 만들어 놓은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 같

은 내용은 19세기에 등장하여 1945년 이전에 국제관습법규로 확립된 바

있는 소위 백지출발원칙(clean slate principle)을 반영한 것이다.406) 동

원칙에 따르면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획득한 신생독립국은 처분적 조

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국이 만들어 놓은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한

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신생독립국의 경우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

에 따른 국가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미비아는 일반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승계국이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407) 나미비아 독립 이전 나미비아의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나미

402) 1978년 협약 제17조 및 제24조.
403) 1983년 협약 제15조 및 제28조.
404) 1983년 협약 제38조.
405)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p.103-104, paras.60, 63-64. 다만 신생

독립국에 특혜를 부여하는 동 규정들의 특별한 측면은 다수의 국가들이 ILC가 채택한 
초안 규정의 내용에 반대하거나 관련 표결에 기권하는 사유가 되었다 (Official 
Records of the 10th plenary meeting, 7 April 1983, Doc. A/CONF.117/SR.10, 
in Extract from the Volume I of the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Summary records of the plenary meetings and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406) 김대순, supra note 45, 1148면; Shaw, supra note 10, p.740;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56, p.165.

407)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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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를 대표하였던 UN 나미비아 위원회(United Nations Council of

Namibia)는 1978년 협약 및 1983년 협약 체결 과정상 UN 회의에 참석

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추후 독립할 나미비아의 선행국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408) 그러나 독일의 식민통치 이후 영국 점령 및 남

아공의 위임통치와 점령을 거쳐 1990년에 마침내 실질적인 독립을 달성

하였다는 점에서 나미비아는 신생독립국으로서 백지출발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09) 그럼에도 나미비아는 헌법 제140조

제3항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위 중 일부를 나미비아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고, 나미비아 대법원은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사건에서 나미비아가 남아프리가 정부의 승계국이라고 판단하

였다.410)

2. 나미비아 헌법 제140조 제3항

나미비아 제헌의회(the Constituent Assembly of Namibia)는 1990년

3월 21일을 독립일로 결정하고 독립일을 기점으로 발효하는 헌법을 발표

하였다.411) 전문 및 총 21개 장의 14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나미비아 헌법

408) Se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to 
Treaties, 1977 session and resumed session 1978, Official Records Volume III, 
UN Doc. A/CONF.80/16/add.2, p.177. 

409) Yilma Makonnen, “Namibia: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Issues of 
Succession of States”, Lesotho Law Journal (1987), Vol.3, pp.210-217; 
Hercules Booysen, “Succession to Delictual Liability: A Namibian Precedent”, 
Comp. & Int'l L.J.S.Afr. (1991), p.207; Paul C. Szasz, “Succession to Treaties 
under the Namibian Constitution”, South African Y.I.L. (1989/90), pp.65-79; 
한편 Booysen은 Mwandinghi 사건에서의 나미비아 법원의 판결 결과가 오히려 신생독
립국의 백지출발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동 
사건의 판결 결과는 국제법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나미비아의 헌법에 기초하여 이루
어졌고, 이는 신생국이 오직 스스로 인정한 책임에 대해서만 승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ooysen, Ibid., p.207).

410)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91 I.L.R. 
(1993), p.360.

411) Security Council, Further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35 (1978) Concerning the 
Question of Namibia, UN Doc. S/20967/Add.2, 16 March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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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계되는 제140조는 “유효한 법과 전환기 조

항”(The Law in Force and Transitional Provisions)이라는 제하의 제20

장에 위치해 있다. 국회의 구성 및 첫 번째 대통령 선출, 사법적 문제 등

독립 달성 초기의 과제인 입법, 사법, 행정부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들과

함께 “독립 시점에 유효한 법”(The Law in Force at the Date of

Independence)이라는 틀 하에서 제140조를 도입한 것이다.

헌법 제140조는 독립 직전까지 유효하던 법은 국회에 의해 개정 또는

폐기되거나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되지 않는 한 계속하

여 유효하며(제1항), 그러한 법에 의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정부

또는 각 부처에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독립 이후에도 그러한 권한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본 골격을 유

지한다는 맥락에서 제140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또는 장관, 기타 공무원이 독립 이전에 상기의 

법에 따라 행한 모든 행위(anything done)는 추후 국회의 입법을 통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나미비아 공화국 정부 또는 상응하는 장관이나 공

무원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서비스위원회(Government Service 

Commission)가 행한 모든 행위는 국회 입법을 통해 달리 규정되지 아니

하는 한 헌법 제112조에 제시된 공공서비스위원회(the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내용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Dumberry는 나미비아 헌법 제140조 제3항의 채택은 정치적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412) 1990년 3월 나미비아가 독립국으로서 헌

법을 제정하기 직전인 1990년 2월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

국의 민족운동 조직인 아프리카 민족회의(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던

금지 조치들을 철회하고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를 비롯한 정치범

412) Dumberry, supra note 3, p.193;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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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석방하였다. 이 같은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종식이 나

미비아 헌법 제140조의 채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413)

그러나 Crawford는 정치적 맥락에서 일응(prima facie) 승계를 논하는

Dumberry의 견해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미비아의 책임 승계는 조건적인 것이

고 이전 정권의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

이라고 평가한다.414) 승계국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선행국이 행한 국

제위법행위에 따른 의무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415) 헌

법 제140조 제3항의 존재로 인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책임이 나

미비아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책임의 불승계를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판단하는 학자는 이 같은 헌법의 채택이 전통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416)

헌법 제140조 제3항의 내용 및 그 함의에 대해서는 Mwandinghi 사건

에 대한 나미비아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Namibia) 및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Namibia)의 판결 결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

어졌다. 이에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오늘날 책임승계의 논의

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하도록 한다.

3. 법원의 판결

(1) 사건개요

나미비아가 독립하기 전인 1987년 7월 9일 원고인 Mwandinghi는 남

아프리카 국방부장관의 통제 하에 나미비아에서 작전 중이던 군대에 의

해 총격을 받고 신체상의 침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 국방부장

관을 피고로 하여 청구를 제기하였는데,417) 1990년 3월 21일 나미비아가

413) Dumberry, Ibid.
414)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p.453-454.
415) John Dugard, International Law: A South African Perspective, 2nd ed., 

Kenwyn, Juta (2000), pp.232-233; Dumberry, supra note 3, pp.215-218.
416) Booysen, supra note 409,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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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통치에서 독립하고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원고는 나미비아 헌

법 제140조 제1항에 의거 나미비아가 선행국에 의한 위법행위 책임을 수

락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를 나미비아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청구

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헌법 제140조는

이전 정부가 자행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신생국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헌법 제145조에 의거 선행국에 의해 자

행된 위법행위에 대한 나미비아 정부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

다.418)

이 같은 양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을 남

아프리카 국방부장관에서 나미비아의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

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승계국인 나미비아가 선행국에 의해 자행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419)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책임은 나미비

아로 이전되었다.

(2) 헌법 제140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

Mwandinghi를 상대로 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에는 나미비아

의 국내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헌법 제140조

제3항을 통해 이전 정부의 권한이 완전히 나미비아로 이전되었으며 이는

나미비아의 독립 이전에 유효하던 법에 따라 선행 정부가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이 새로운 정부에 의해 수용(acceptance)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420)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선행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417) 1988년 1월 1일 서남아프리카 임시정부 내각을 제1 피고, 국방부장관을 제2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989년 8월 16일 재판전회의(pre-trial conference)에
서 내각에 대하여는 청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418) 이 외에 문제의 행위가 주권국가인 남아프리카 정부를 대리하여 수행된 것이라는 이
유로 면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본고의 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한다.

419) 사건개요는 91 I.L.R. (1993), p.341 참조.
420)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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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설령 헌법 제140조가 불법(delicts)이나 위법(wrongs)에 대해 명시

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행위”(anything done)라는 용어를 통

해 그 포섭 범위가 합법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

다고 하였다.421) 다시 말해 국내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승계

되어 나미비아 법원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 제

140조 제3항은 책임의 승계가 제한되는 사유로 국회에 의한 입법을 제시

하고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책임의 제한에 관한 국회에서의 입법이 부

재하여 나미비아 정부에 의한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였다.422)

국방부장관은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

다. 그러나 나미비아 대법원의 판결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승계의 문제가 헌법 제140조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나

미비아는 남아프리가 정부에 대한 승계국이라고 보았다.423) 따라서 고등

법원의 판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미비아의 새로운 정부는 독립 이전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기관이 행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나미비아의 책임 승계라는 결론이 당시 국가책임법에 관한

성문화 과정에서 ILC에 의해 채택된 초안규정 제15조 제1항의 내용과

논의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424) 해당 조항은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s)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란(insurrection)

이후 신정부를 수립하게 되면 반란운동(the insurrectional movement)

조직의 행위 뿐 아니라 반란운동 중단 이전에 국가가 자행한 행위에 대

한 책임도 해당 신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미비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Hazem Atlam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ILC가 반란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해방운동이 인

종차별적 체제(a racist regime)를 전복시키고 민족 다수를 대표하는 정부

를 수립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신정부를 가지게 된 국가가 이전의 인종차

421) Ibid., p.351.
422) Ibid., pp.346-347, 350.
423)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91 I.L.R. 

(1993), p.360.
4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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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체제가 수행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연합

(ZANU) 및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연합(ZAPU) 조직에 의한 투쟁 기간 

동안 자행된 위법행위 뿐 아니라 패배한 Ian Smith 정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짐바브웨 국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민족해방전쟁의 국제

적 합법성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선행 인종차별 정부와 해방전쟁 이후 수

립된 정부 간의 동일성이라는 허구(fiction)에 의존함으로써 위원회는 수

용할 수 없는 해결책(an unacceptable solution)을 제시하였다.”425)

대법원의 입장은 나미비아의 경우와 같이 민족해방운동 단체가 어떤 국

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는 선행국의 행위라고 간주되

었을 행위에 구속되며, 다시 말해 신정부는 국가의 이전 기구에 의해 자

행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한다는 것이다.426) 이에 대해 나미비아 정

부 측 변호인은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불법 점령에 대한 무력 저항의

결과로 탄생한 나미비아 정부가 그러한 불법 점령을 영속하기 위한 작전

의 일환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남아프리카 정부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하였다.427) 헌법 제140조 제3항이

자신의 영토를 불법 점령한 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에 대해 독립 달성 이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도입된 것은 아닐 것이라

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ILC의 권위

에 의존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Atlam이 지적한 ‘수용할

수 없는 해결책’을 승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28)

생각건대 나미비아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초안 제15조 제1

항429)의 내용은 오늘날의 국제법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

425) Hazem Atlam,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tiy”, in Marina Spinedi and Bruno Simma (eds.), The United 
Nations Codifi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1987), pp.51-52.

426)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91 I.L.R. 
(1993), p.361.

427) Ibid., p.361.
428) Neville Botha, “Succession to Delictual Liability: Confirmation”, South 

African Y.I.L. (1991-1992), Vol.17,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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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미비아 대법원이 인용한 초안 제15조 제1항의 내용은 2001년 최종

채택된 국가책임법 초안 상 ‘반란단체의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과 유사하다. 즉,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

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430) 그런데 나미비아 대

법원의 판결 결과는 나미비아 독립 이전의 반란단체의 행위가 아니라 그

러한 반란단체를 탄압하던 선행 정부 또는 국가의 행위 즉, 반란단체 자

신이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이 같

은 결론은 나미비아 대법원이 인용한 초안 제15조 제1항 제2문 또는 국

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3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은 신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가 자신의 이전의 행위에 대해 귀속성을 인

정받는다는 내용이므로 반란단체를 탄압하던 이전 정부의 행위와는 관계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3항431)의

내용은 나미비아 대법원 판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준다. 국가책임법 초

안 제10조 제3항은 ‘그 국가’(that State)의 행위로 간주되는 여하한 행위

에 대한 귀속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반란단체를 탄압하던 선행정부와

신정부 구성에 성공한 반란단체가 국가라는 프레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행정부의 행위도 그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나미비아 법원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만약 반란단체가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신생국을 수립하여 제10조

제2항에 포섭되는 상황이라면 제3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선행국 정부의

책임이 신생국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미비아

429) 원문: The act of an insurrectional movement which becomes the new 
government of a State shall be considered as an act of that State. However, 
such attribu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attribution to that State of 
conduct which would have been previously considered as an act of the State 
by virtue of articles 5 to 10.

430)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1항.
431) Article 10 (Conduct of an insurrectional or other movement)
   3.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attribution to a State of any 

conduct, however related to that of the movement concerned, which is to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by virtue of articles 4 t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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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선적으로 나미비아의 상황이 정부승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

면 국가승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미

비아 대법원이 당시 초안 제15조 제1항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

마도 나미비아의 독립을 정부승계의 상황으로 간주한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다시 말해 나미비아의 독립은 국가승계 상황이 아니라 나미비아

정부의 남아프리카 정부 승계의 상황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하겠다.432)

나미비아 헌법 제140조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

한다.

“헌법 제140조는 승계 정부의 독립 이전에 현존하던 법의 틀 내에서 선

행정부가 자행한 모든 행위(anything done)에 대한 책임이 승계 정부가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당 법을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계 정부에 승계

된다는 것을 분명한 용어로 확인하였다.”433)

그러나 만약 나미비아의 상황이 국가승계 상황에 해당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2항의 맥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국가의 일부 지역

또는 그 통치하의 지역에서 신생국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 또는 기타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신생국의 행위로 간주된다.434) 다시 말해 반란단체

가 목적달성에 성공하여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게 되면 새로 생겨난 국가

는 반란행위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반란단체의 책임에 관한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2항은 반란단체 또는 기타의 행위가 신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인격의 ‘계속성’에 기초하여 신국가에게 국가책임을 부과한다.435)

432) Dumberry, supra note 3, p.197.
433)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91 I.L.R. 

(1993), p.361.
434)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2항. 원문: “The conduct of a movement, 

insurrectional or other, which succeeds in establishing a new State in part of 
the territory of a pre-existing State or in a territory under its administratio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new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435) 반란단체가 독립하여 신국가를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란 등을 주도한 세력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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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경우 국가승계로 탄생한 신생국은 선행국이 반란단체의

행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책임을 승계하여 이행해야 하는가? 나

미비아 대법원의 설명과 달리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2항만 놓고 본

다면 이 같은 법리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미비아 수립 이전 반란단체

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나미비아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책임법 초안 제10조 제2항의 맥락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반란단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신생국인 나미비아에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책임법의 법리

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436) 이 같은 측면에서 나미비아 대법원

은 차라리 국내법적 기초에 따라 판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으며 국가

책임법 초안 제10조에 따른 법적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한 점에 있어 오

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437)

(3) 헌법 제145조 관련 추가적 논점

나미비아 정부는 다른 한편 헌법 제140조를 해석함에 있어 헌법 제145

조를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미비아 헌법 제145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위에 성공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국가에 통합되는 경우는 국가책임법 제10조 제2
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승계의 상황으로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석의 설명
이다(ILC Commentaries on Art.10, para.10). 타국에 통합되어 반란단체 자체의 주
체성이 소멸되는 경우는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36) First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by James Crawford, Special 
Rapporteur,  22 July 1998, U.N. Doc. A/CN.4/490/Add.5, p.41, para.277. 관련 
원문: “Namibia, as a new State created as the result, inter alia, of the 
actions of the 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a recognize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South Africa in 
respect of its territory. That it assumed such a responsibility attests to its 
concern for individual rights, but it was not required by the principles of 
article 15.” 

437) Dumberry, supra note 3,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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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헌법에 규정된 어떤 내용도 다음을 나미비아 정부에 부과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국제법상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타국에 대한 의무

 (b) 나미비아 공화국을 구속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달리 인정(recognized)

되지 아니하였을 선행 정부의 계약 또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인에 

대한 의무

나미비아 정부측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 제145조는 선행국의 행위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무가 나미비아를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권리포기조항(a disclaimer

clause)이라는 것이다.438) 그리고 국제법상 승계국이 선행국의 위법행위

에 대한 책임을 승계한다거나 어떠한 국가가 타국 공무원(servants)의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에 구속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439) 따라

서 피고의 변경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미비아 법원은 헌법 제145조에 의해서도 헌법 제140조 제3항

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의 변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145조 제1항 (b)는 어떠한 의무가 국제법상 나미비아 정부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달리 인정된 바가 없는 한 나미비아가 이전 정부의 행

위에서 기인한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440) 헌법 제145조 제1항 (b)에서 배제되는 것은 오직 국제법상 인정되

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행위나 계약에서 기인한 의무일 뿐이

다.441) 그러나 본 건에서의 불법(the delict)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438)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91 I.L.R. (1993), 
pp.351-353;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366.

439)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367. 항소측인 나미비아 정부의 변호인 Mr Maritz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Robert E 
Brown 사건 및 Hawaiian Claims 사건을 인용하고 그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Brierly
의 저서 The Law of Nations의 내용 (원문: “on the basis of these precedents 
many writers declared that it was a general rule that liability for a tort is 
automatically extinguished if the wrongdoer State ceases to exist.”)을 근거로 
제시하였다(Ibid.).

440)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p.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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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d) 국내법 하에서 자행된 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헌법

제145조 제1항 (b)에 제시된 배제되는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조항을 근거로 제140조 제3항의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

는 것이었다.442) 또한 국제법이 국가의 책임 수락(the acceptance of

liability)을 무효화(undo) 할 수 없으며 나미비아에 대한 그 같은 수락의

구속력이 국제법상 인정된 바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

다.443)

헌법 제145조 제1항 (b)를 해석함에 있어 특히 핵심이 되었던 쟁점은

“국제법상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였을”이라는 구문의 해석에 관한 것이

었다. 나미비아 정부는 국제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신

정부를 구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선행국의 국

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나미비아 정

부가 남아프리카 정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444) 이들의 입장은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

가책임의 불승계 원칙이야말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미비아 법원은 헌법 제145조가 유보조항(a saving clause)이

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정’(recognized)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어

해석을 하였다. 즉, 헌법 제145조 제1항 (a)에서 “국제법상 달리 ‘존재’하

지 아니하였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b)에서는 “국제법상 달

리 ‘인정’되지 아니하였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제법 자체에서(per se) 그 존

재가 인정되는 의무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령 강행규범(jus

cogens)과 같이 국제법의 법적 인식(legal recognition)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445) 구체적

441)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366.

442) Ibid., pp.368-369.
443)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p.354-355.
444)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353;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p.366-367.

445)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p.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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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략전쟁, 제노사이드, 인종차별, 노예제 등의 금지를 국제법상의

제 원칙에 비해 우위에 있는 강행규범의 사례로 열거하면서 이 같은 강

행규범에 반하는 의무는 신생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446)

국제법상 국내적 의무에 반하는 내용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헌법 제145조 제1항 (b)의 ‘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447)

결론적으로 나미비아 국내법을 근거로 책임승계를 전제하는 피고의 변

경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 모두에서 인정되었다. 다만 신생국이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론 즉, 국가책임 불승계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국내법을 통한 책임 수락을 이유로 책임

승계를 인정한 고등법원448)과 달리 대법원은 그러한 책임 불승계 이론이

Lighthouses 중재판결을 통해 일관성(consistency)을 상실하여 일반규칙

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국가의 결정으로서 그에 상반되는 결론을

자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설시함으로써449) 두 법원

이 결론에 이른 논리는 상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의 논리는

국가책임의 불승계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은 신생국을 구속하는 강행규

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가가 자발적 선택을 통해 그에 반하

는 내용의 국내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450)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p.368-369;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11, p.455.

446)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353.
447) Botha, supra note 428, p.179.
448)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91 I.L.R. (1993), 

pp.353-354
449)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p.368-369.
450) 이와 관련하여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국가가 수락한 사항을 국제법이 개입하여 무효

화할 수 있다는 원칙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p.354-355), 대법원은 “행복하게도 국제법은 
국내법을 인정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해 창설된 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Happily 
international law recognises municipal law. Consequently it must recognise 
libilities created under municipal law.)고 하였다(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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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의 및 한계

승계 부정설의 대표 판정으로 제시되어 온 Robert E. Brown 중재사

건이나 Hawaiian 중재사건의 판정 결과는 Lighthouses 중재사건 판정을

통해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전거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었다.451)

Lighthouses 중재사건의 재판부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개별구체적 상황

을 고려하여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하였고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절대주의적 입장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강조하였

다.

국가들의 실행에서 확인되는 책임승계의 양상이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소위 진정한 의미의 모든 책임에 대한 승계가

아니라 승계 당사국 간 또는 승계국과 제3국 간 협상을 통해 인수된 범

위 내에서의 승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Gabčíkovo-Nagymaros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당사국의 협상체결을 통한

책임인수가 전제되어 승계판정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의 한

계를 가진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의 특별협정 서문에서 문제가 된

프로젝트의 유일 승계국이 슬로바키아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ICJ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였을지는 불분명하다.

나미비아 국내법원의 판결에 관계되는 Mwandinghi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 제140조 제3항이 선행 정부의 행위에 대한 책임승계를 긍정하였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나미비아 정부에 대한 책임귀속을 결정하는 과

정에 책임 불승계 이론이 일반규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신생국을

구속하는 강행규범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책임승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유의미한 해석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책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나미비아는 책임승계를 선택하여 헌법 제140조 제3항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법원의 설명은 결국 국가의 자발적 선택이 책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였다.

451) 본장 각주 342 및 해당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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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럽인권재판소의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 판결

결과는 특히 국가가 분열되는 현상에 관계되는 승계유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즉, 분리독립이나 영토일부이전,

신생독립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승계 이후 여전히 존속하는 선행국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 경우 선행국이 주권국가로서 행한 행

위에 대한 책임이 승계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승계 이전에 독립적인 권한 혹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권한당국이

독립하여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 경우라면 독립적 권한범위 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승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선행국

을 구성하던 자치기관과 새로 생겨난 국가 간의 동일성 요건이나 선행국

과 승계국 간의 공동책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요구된

다.452)

책임승계가 관련되었던 사법기구의 판결들에서 도출 가능한 결론은 국

가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

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특히 중요한 요건은 국가들의 자발적인 합의이며 국가의 합의가 없

는 경우에도 책임승계를 결과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자치권 요건이 확인

된다. 국가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소위 자치권 요건이 충족되

면 선행국과 신생국 간의 동일성 판단에 유의미한 단초로 기능하여 책임

승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제3절 책임승계 사례에서 확인되는 위반된 의무의 유형

현재 ILC는 국가책임도 승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조약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계되는 국

가들의 실행 및 사법기구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제 국가

책임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되는 사례의 경우 대부분은 국제법상 확립된

452) Brockman-Hawe, supra note 382, pp.86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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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에 의거하였다기보다는 국가의 자발적 책임 인수를 통해 책임이

승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책임이 인수된 사례들도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따라 유

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임승계에 관련되는 사례들은 주로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인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

다. 다시 말해 국가책임 성립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가 자연인과 법인을

아우르는 사인의 권리침해에 관련된다는 사실은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선행국에

의해 인정되고 보존되었던 개인의 권리가 국가승계의 발생으로 인해 본

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관념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위반된 의무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전술한 국가실행

및 사법기구 판결들을 재고하도록 한다.

I. 국가 간 협정 체결의 경우

1. 국가승계 당사국 간 협약 체결

독일이나 소련, SFRY 등 1990년대에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은 선

행국의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각국이 국가

승계 전후 체결한 협약들에서 확인되는 책임인수의 범위에 국제위법행위

로 인한 국가책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

로 판단된다. 체결된 조약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위법행위가 관련된 사안들에서 책임 또는 책임의 이행이 부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액이 확정된 청구의 경우 부채

의 범주에 포섭되어 책임이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미확정

청구의 문제까지 승계 범위에 포섭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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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보상협정의 체결

일반적으로 피해국에 대한 보상의 목적에서 체결되는 일괄보상협정의

보호 대상은 국유화 또는 수용, 정부의 다른 제한적 조치로 인한 부의

손실(wealth deprivation)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453) 1975년부터 1995년

까지 체결된 일괄보상협정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Lillich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괄보상협정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구문

(“boilerplate” language)을 포함한다.454)

“국유화(nationalization) 및 수용(expropriation), 유사한 성격을 지닌 [...] 

국민들의 재산(property), 권리(rights), 이익(interests)에 영향을 미친 다른 

제한적 조치(other restrictive measures)로 인한 모든 청구”455) 

상기 인용문에 등장하는 청구인의 ‘재산, 권리,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에는 구체적으로 국유화(nationalization), 수용(expropriation), 몰수

(confiscation), 청산(liquidation), 가압류(sequestration), 소유권 이전

(transfer of ownership), 강탈(dispossession), 강제청산(compulsory

liquidation), 징발(requisition)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456) 다만 최근에는

구제의 원인이 되는 침해의 유형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고 분석한

다.457) 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영구적 박탈’(other forms of permanent

453) Richard B. Lillich and Burns H. Weston, International Claims: Their 
Settlement by Lump Sum Agreement [이하 “Lillich and Weston (1975)”],  
Procedural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Series, Vol.12,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Charlottesville (1975), pp.175-200; Burns H. Weston, Richard B. 
Lillich, and David J. Bederman, International Claims: Their Settlement by 
Lump Sum Agreements, 1975-1995 [이하 “Weston et al. (1999)”], The 
Procedural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Monograph Series,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9), pp.67-70. 일반적으로 일괄보상협정은 개인의 신체 또는 생
명의 침해에 관한 배상 제공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Weston 
et al. (1999), Ibid., p.96).

454) Weston et al. (1999), supra note 453, p.70.
455) Lillich and Weston (1975), supra note 453, p.175.
456) Ibid., pp.59-60.
457) Ibid., p.62.



- 120 -

taking)458), ‘권원이나 향유 권리의 박탈’(deprived of the title or

enjoyment)459)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 권리, 이익’이 ‘직접 착

취’(direct taking)되는 경우 일괄보상협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460)

그렇다면 일괄보상협정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나 권리, 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Lillich 등은 이들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

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각 관련 국내청구위원회의 해석 과

제로 남아 있으나461) 주로 개인이 입은 피해가 재산권에 관련되는 경우

에 일괄보상협정의 보호 대상이 되어 왔다고 분석한다.462) 그리하여 많

은 경우 신체상의 침해나 정신적 고통과 같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463) 가령 미국의 외국인청구해결위원회(Foreign Claims

Settlement Commission, 이하 “FCSC”)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행위로 인

한 개인의 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 청구는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국

유화 또는 다른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관련한 것이 아니며 [...]

청구인의 재산이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거나 다른 조치로

인하여 박탈되었다는 증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고 판단한 바 있다.464)

458) US-Peruvian Agreement, Art.1(A).
459) British-U.S.S.R. Agreement, Art.1(b); British-Chinese Agreement, Art.3(2).
460) 다만 간접취득이나 부분적 취득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하기는 

한다(Weston et al. (1999), supra note 453, p.60).
461) Lillich and Weston (1975), supra note 453, pp.180-181; Weston et al. (1999), 

supra note 453, p.70.
462) Weston et al. (1999), Ibid., p.62; Lillich and Weston (1975), supra note 453, 

p.182.
463) Weston et al. (1999), supra note 453, p.62; Richard B. Lillich and Burns H. 

(eds.), International Claims Contemporary European Practice [이하 “Weston 
(1982)”],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Charlottesville (1982), p.10; Jamison 
Selby Borek, “Other State Responsibility Issues”, in Richard B. Lillich and 
Daniel Barstow Magraw (eds.),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Its 
Contribution to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이하 “Iran-US Claims 
Tribunal,”], Transnational Publishers, Inc.(1998), pp.303-304.

464) United States, Foreign Claims Settlement Commission, Settlement of Claims 
by the Foreign Claims Settlement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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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의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에 대한 배상의 목적으로 일괄보상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관련 사례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 신체 침해의 경우 일괄보상협정을 통한 해결보다 개인적으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며465) 그 사례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466) 개인적 청구의 경우 외교적 보호권 행사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 가령 가해국 내에서의 국내구제완료 및 청구국적 계속의 원칙 등

Predecessors from September 14, 1949 to March 31, 195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t. Print.(1955). p.58.; 한편 FCSC의 실행에서 일괄보상협정이 개
인의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 사
례도 확인된다. 미국 의회는 미국과 이탈리아 간 체결된 롬바르도 협약(Lombardo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국내입법을 통해 “양해각서 및 국제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
한 실체법에 따라” 이탈리아에 제기 가능한 청구를 결정하도록 FCSC에 지시하였다(22 
U.S.C. §1641c, 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Claim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Italy).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쟁 기간 동안 이탈리아 
정부에 억류(internment)되어 신체 또는 생명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는 ... 국제법
상의 규칙 위반이 존재하였다는 가정 하에 배상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 패널의 견해
를 근거로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결정하였다(Claims Against Italy, in FCSC, p.278.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pages/attachments/2014/07/25/clai
ms_against_italy.pdf> 참조). 특히 이 같은 청구의 경우 문제의 위법 행위가 이탈리아
에서 자행된 것인지 양도된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며 국
제법상의 규칙위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된다고 설시하였다
(FCSC, Ibid., p.278). FCSC는 “잘 확립된 국제법 원칙상 주권국가는 적국민을 구금
(detain), 억류(intern), 축출(expel)할 수 있으며, 단순한 억류(internment) 조치는 국
제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구금 기간 동안 국제법상의 규칙 위반이 존재하였음을 입
증하는 증거 없이 오직 구금(detention)만을 기초로 한 청구는 배상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다(FCSC, Ibid., p.285). 이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Zadik Danon
의 청구에 대해 “유고슬라비아 스플리트 지역의 유대교회당(synagogue)에서의 종교의
식에 참여하던 도중 이탈리아 군대가 진입하여 신앙인들을 총구로 타격하고 건물 밖으
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학대(maltreatment)를 당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청구를 인용하고 배상액을 결정하였다(FCSC, Ibid., p.285).

465) Borek, supra note 463, p.304, note 2.
466) William W. Bishop,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3r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pp.753-785; Whiteman의 Digest of International 
Law에는 personal injury 사례가 겨우 4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어 있으며(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8290 
(1967), Vol.8, pp.885-888) death 사례도 19페이지에 불과하다(Whiteman, Ibid., 
pp.888-906). 게다가 제시된 사례들 중 국가승계의 문제가 관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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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 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침해에 관한 일괄보상협정의 경우 체결 시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배상(ex gratia compensation)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도의적 책임의 의미는 해석하기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간접책임이 가지는 성격상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일 뿐 그 자체로 법

적 책임의 회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467) 그러나

많은 경우 도의적 책임이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는 것이라고 이해된다.468)

이 같은 일괄보상협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괄보상협정이 체결되었다

는 사실이 일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사

례가 될지언정 모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인수 경향을 보여준다

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신전속성 항변의 대표

적인 사유라 할 수 있는 소위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위법행위책임까

지 일반적 승계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467) 이와 관련한 F.V. García Amador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 재
산에 대한 침해는 국제법상 일국에 부여된 의무가 위반되었음을 의미하며, 침해를 입은 
외국인의 국적국은 항상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
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 재산에 가한 모든 침해는 동시에 해당 피해자의 국적국에게는 
‘도덕적 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가한 침해는 국가가 법인으로서 가지
는 명예나 위엄이 존중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전적 또는 세습적 재산상
의(patrimonial) 피해를 동반하는 물질적 침해(material injury)에 상대되는 의미로서 
도덕적 침해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 내의 외국인 또는 외국인 재
산이 국제법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며 이는 외국인의 
국적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을 것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이는 곧 국가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외국인에 침해를 
가하게 되면 이론상 그 국적국에게는 ‘도덕적 책임’을 초래하는 것이다”(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Injuries Caused in its Territo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Aliens: Reparation of the Injury, Sixth report by F.V. García Amador, Special 
Rapporteur, Doc. A/CN.4/134 & Add.1, in ILC Yearbook 1961, Vol.II, 
pp.10-11, paras.41-42).

468) Chile-United States Commission Convened under the 1914 Treaty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Decision with regard to the Dispute Concerning 
Responsibility for the Deaths of Letelier and Moffitt, Done at Washington, 11 
January 1992, 31 I.L.M. 1 (1992),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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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다수의 협정들을 통해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입은 유대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처리한 바 있다. 가령 서독이 덴마크 및 그리

스와 각각 체결한 일괄보상협정 제1조는 명시적으로 “인종, 교리 또는

인생관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유 또는 건강상에 침

해를 입은 자, 그리고 이러한 박해의 결과로 사망한 자들의 생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다.469) 네덜란드와의 협정에서

는 “인종, 신념 또는 견해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배상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470) 스위스나 벨기에와의 협정에서도

“박해를 받은 피해자” 또는 “신체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명

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471) 이 외에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과도 유사

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서독은 1949년 독일 분

단 이후 줄곧 독일제국을 계승하였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독의 일괄

보상협정 체결은 신체 또는 생명에 관한 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든 국유화

등 재산적 침해로 인한 문제에 있어서든 자기책임의 일환에서 책임을 이

469)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Kingdom of 
Denmark on Payments to Danish Citizens Affected by National-Socialist 
Persecution, Signed on 24 August 1959, Entered into force on 3 June 1960; 
and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Kingdom 
of Greece on Payments to Greek Citizens Affected by National-Socialist 
Persecution, Signed on 18 March 1960, Entered into force on 21 October 
1961. 원문: “[...] citizens who were affected by national-socialist persecution 
measures for reasons of race, creed, or weltanschauung, and who thereby 
suffered injury to their liberty or their health, as well as for the survivors of 
persons who died as a result of this persecution.”

470) Article 2.2 of 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Financial 
Questions and Concerning Payments for the Benefit of Netherlands Victims of 
National Socialist Persecution, Signed on 8 April 1960, Entered into force on 
1 August 1963.

471) Article 1 of Agreement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Compensation for Swiss Victims of 
National-Socialist Persecution, Signed on 29 June 1961, Entered into force on 
14 September 1962; and Article 1.1 of 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War Victims, Signed on 5 December 1973,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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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승계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독 체결의 일괄보상

협정도 여느 일괄보상협정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침해가 관계되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 핀란드,472) 스웨덴,473) 오

스트리아474)와 체결한 일괄보상협정은 명시적으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협정에 부속된

교환각서는 독일제국의 전쟁에 관계되었던 기업 등의 소유지분에 관한

청구나 전시기간의 예금에 관한 청구는 협정의 보상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재산권 관련 문제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를 부정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독일 통일 이후 미국과 독일이 체결한 일괄보상협정은475) “국가

사회당의 박해조치의 결과로 신체 또는 건강상의 침해를 입거나 자유의

박탈로 고통 받은”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괄보

상협정을 통한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규율한 사례로 주목이 되나 그

적용 대상을 나치로 인한 박해 시점에 이미 미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 한

정하고 구금 없이 강제노동만을 강요당하였던 자들은 적용대상에서 배제

하고 있다.476) 특히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47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Settlement of 
Financial Questions and Questions Relating to the Law of Property (with 
Exchange of Letters), Signed at Berlin on 3 October 1984, Entered into force 
on 26 December 1984, in 1392 U.N.T.S. 497.

47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and the 
Government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Settlement of 
Questions Relating to Property Rights, Signed on 24 October 1986, Entered 
into force on 19 December 1986.

47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ustria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Settlement of Unresolved Questions 
Relating to Property Rights, Signed on 21 August 1987, Entered into force on 
1 June 1988, in [1988] BGB1. 1887.

47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Final 
Benefits to Certain United States Nationals Who Were Victims of National 
Socialist Measures of Persecution, Signed and Entered into force on 19 
Septem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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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피해자 국적국의 관심여하 및 협상력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사법기구를 통한 해결

1. 국가 대 국가의 청구 제기

Lighthouses 중재사건은 프랑스 회사의 양허권 박탈이 문제된 사건이

며 Gabčíkovo-Nagymaros 사건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간 댐 체계

건설조약 즉, 1977년 조약에 따른 공동투자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생각건

대 1977년 조약의 위반 문제는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양허계약의 대상이 되는 의무의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법상 ‘양허’라는 용어에 관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

허계약을 통해 설정되는 권리 또는 의무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일치된 견해가 존재한다.477) 경제적 양허란 국가가 사인이나 기업

에게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작업에 착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개

허용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요구된다.478) 채굴권과

같이 국가재산에 대한 개발 등의 권리가 허용되거나 일정 영토에 대한

점유권이 허용되기도 하고 마케팅이나 수출, 로열티 등에 관련되는 권리

가 부속되기도 한다.479) 세부적인 권한관계의 설정 범위는 각 양허계약

별로 상이할 것이나 양허계약과 통상의 계약 간 실질적 차이가 없으며

양허계약이 국가가 사인과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들의 한 종류에 속한다

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480) 그리고 국가승계 시 승계국에게는

양허권자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481)

476) Ibid., Article 1.
477) F.V. García-Amador, Louis B. Sohn, and R.R. Baxter, Recent Codification of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for Injuries to Aliens, Oceana Publications, 
Inc. (1974), p.60.

478)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304.
479) Ibid. 
480) García-Amador et al., supra note 477, p.60.
481) Ibid., pp.304-352.



- 126 -

다만 1977년 조약은 국가와 사인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어서 형식상 양허계약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투

자 형태로 댐 체계의 건설 및 운용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댐 체계는

“수력자원,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분야에서의 경제개발을 위해 다뉴브강

의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부다페스트(Budapest)에 이르는 지역

내 자연자원의 광범위한 이용”을 확보하고자 고안되었다는 점에서482) 국

내적으로는 양허계약이 동반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1977년 조약 체결 시점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모두 공

산주의체제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약을 체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483)

Gabčíkovo-Nagymaros 사건 판결문에서는 동 사건으로 인해 양측이

입었던 혹은 입게 될 재정적 문제에 대한 양측의 항변 및 ICJ의 고민의

흔적들이 발견된다.484) 종국에 ICJ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각각에 대해

상대측에 야기한 손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고, 이는 각 국가 당사자

들 뿐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판

결이라고 생각된다. Gabčíkovo-Nagymaros 사건 판결은 국가주도로 체

결된 계약적 성격의 조약 위반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며 위반

된 의무의 내용이 재정적 손실을 동반하는 투자규율인 경우 그 위반책임

이 승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영토체제 설정조

약이라는 1977년 조약의 특성상 투자계획에 차질 발생시 양국 뿐 아니라

제3국, 주민들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다.485)

482)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pp.17-18, 
para.15.

483) 1977년 조약 제4조에는 시스템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공동계약계획’(Joint 
Contractual Plan)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3조 제1항에서 공동투자의 실현 및 체계건설
작업은 각국 정부의 지시 및 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국가주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Ibid., p.20, para.18).

484) 가령 Ibid., paras.72, 126, 152.
485) Ibid., pp.71-72, para.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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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인권재판소 및 국내법원 사례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아파트

소유권 확인판결에 따른 판결내용 미집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

었다는 것이었다. 베니스 위원회는 책임승계의 논거 중 하나로 인권조약

의 특성과 인권공백 발생 불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이러

한 내용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검토되었다. Mwandinghi 사건은 개인

의 신체침해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며 나미비아는 헌법상의 기본권 및 자

유권에 입각한 사적 권리의 보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486)

III. 소결

위반된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국가승계 이후 국가책임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국가 간 협상 시 주된 논

의 대상은 국유화나 수용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이다. 둘

째, 개인의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가 관련되는 경우 일괄보상협정을 통

한 해결이 모색되기도 하지만 국내적 또는 국제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국

가의 위법행위가 자연인과 법인을 아우르는 사인의 권리침해에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결론의 바탕이 되는 국가책임의 문제가 전통적인 책임

불승계 주장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 항변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심지어 보편적 승

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불법행위(ex delicto)에 대해서는 일신전속

성에 입각하여 책임의 승계를 부정한다.487) 이 때 불법행위의 범위는 불

486)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91 I.L.R. (1993), 
pp.347-348, 359-360.

487) Cavaglieri, supra note 57, p.374; Udina, supra note 57, p.767; Hawaiian 
Claims, U.N.R.I.A.A. (1925), p.158. 관련 원문: “The analogy of universal 
succession in private law, which is much relied upon by those who argue for 
a large measure of succession to liability for obligations of the extinc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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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만 최소한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상정하는 국제위법행위

보다는 좁은 범위를 아우르는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실행이나 사법기구 판결의 결과

에서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례들은 불법행위의 일신전속성에 대한 적용을

요구받는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생각건대 모든 국가책임의 사례들이 “인적 소권은 인격의 소멸과 더불

어 사라진다”는 격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록 2001년 국

가책임법 초안은 국제위법행위 존재 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여 국

가책임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신전속성의 적용 여부는

위반된 의무가 불법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위반된 의무에 기

초하여 국가책임의 성격과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국

제형사책임에 관계되는 국제범죄행위의 문제는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와의 관계에서 책임승계 논의시 특별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ven if admitted (and the aptness of the analogy is disputed), would make 
against succession to liability for de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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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법 규범화 논의의 양상 및 한계

제1절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규범화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ILC는 현재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조약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ILC는 이미 1978년, 1983년,

1999년에 승계에 관련되는 제 문제들에 관한 협약 또는 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간의 간극을 두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제

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새로운 작업 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IIL의 결의 및 국제법위원회

의 구체적인 조약화 작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국가승계 문제와 관련하

여 기존에 채택되었던 협약들과의 관계에서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조약

화 작업의 필요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I. 국가책임법과 국가승계법 사이의 공백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에서 기

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책임법의 문제이자 국가책임이 승계될 것인지 여

부에 관계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승계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국

가책임법과 국가승계법의 교차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이다. 그런데 상기의 두 법체계 중 어느 하나에서도 책임승계의 문

제는 온전히 다루어진 바가 없다.488)

1963년 ILC의 국가 및 정부승계에 관한 분과 위원회 위원장 Manfred

Lachs는 국가승계에 관한 작업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torts)를 물적관할(ratione materiae)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489)

48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p.3-4, 
paras.8-10.

489) ILC Yearbook 1963, Vol.II,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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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승계의

논의 과제에서 배제되었다.490) 불법행위를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

하여 재판거부(denial of justice)나 국내구제완료의 경우를 제외하면 병

합국 또는 소멸국의 불법행위(delicts) 또는 민사적 권리침해(civil

wrongs)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general liability)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배상액이 확정된 손해(liquidated damages)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491) 손해가 금전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책임의 승계 여지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UN헌장 제2조 제7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질상 일국의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배제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가령 불법

행위(torts)의 문제는 승계에 관한 국제 규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492) 특히 Rosenne는 본질상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구분해내는 것이 용이하지는 아니하나 일반국제법의 관할에 속하

는 사항은 분명 국내관할 사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면서 (a) 조약법, (b)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c) 공공부채(public debt) 등이 국가승계의 맥락

에서 논의 가능한 문제라고 보았다.493)

그러나 본질상 일국의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배

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international torts를 예로 들어 책임승계 문

제를 배제하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주로 영미법계 학자들에게

서 나타나는 용어상의 혼동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494) 구체적으로

international delicts와 international torts는 동일한 것을 지칭하며 공히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495) 그러나

‘torts’가 온전히 국내법의 산물인 반면 ‘international delicts’는 그 정의

상 오직 국제법의 판단 대상으로서 양자는 동일하지 아니하다.496) 다시

490) ILC Yearbook 1963, Vol.II, p.298.
491) ILC Yearbook 1963, Vol.II, p.282.
492) ILC Yearbook 1963, Vol.II, p.287.
493) Ibid.
494) Volkovitsch, supra note 14, p.2167.
495) Czaplinski, supra note 11, p.356.
4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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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torts’ 여부는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나 위법행위 책임(delictual

responsibility)은 국제법의 영역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tort’와 ‘delict’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497) 다시 말해 이들 용어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498)

국내위법행위와 국제위법행위의 구분에 관한 상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

는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학자들 간의 설왕설래 끝에 책임승계 문제는 논

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78년 협약 제39조는 국가책임이 조약승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499) 1983

년 협약 또한 협약의 일반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협약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1983년 협약이 예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00) 이는 국가책임의 문제 또한 1983년 협약의 규율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ILC 출범 이후 국가책임에 관한 문제 또한 국제법상 성문화를

요하는 14개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955년 García Amador가 첫

497) Ibid. 가령 어떠한 행위가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에 속하면서 동시에 국
내법상의 불법행위(torts in municipal law)에도 속하는 경우라면 international torts
가 국내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내법과 구분되는 국제법상의 위반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내관할 사항과 별개로 국제관
할 사항으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위반은 책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어의 사용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반의 기준이 국내법
인지 또는 국제법인지 여부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의 준
수와 조약규정의 준수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조약 위반이 국내법에서는 합법일 수 있
고, 국내법 위반인 사항이 조약 규정 위반은 아닐 수도 있다”(Elettronica Sicula 
S.p.A (ELSI) (USA v. Italy), Judgment, I.C.J. Reports 1989, p.51, para.73)라고 하
였던 ICJ의 ELSI 사건 판결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498)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482;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436.

499) 1978년 협약 제39조(Cases of State responsibility and outbreak of hostilities) 
(원문: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prejudge any 
question that may arise in regard to the effects of a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a treaty from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or from 
the outbreak of hostilities between States.”).

500) 1983년 협약 제5조(Succession in respect of other matters) (원문: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prejudging in any respect any 
question relating to the effects of a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matter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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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특별보고자로 선정된 이후 다섯 번째 특별보고자 James Crawford

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국가책임법 초안이 완성되었고, 2001년 UN총회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책임승계의 문제는 국가책임법 초안에서도 다루어지

지 아니하였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자의 입장 변화이다. 국가책임초안에 관한 1998년 보고서에는 “신생

국은 일반적으로 선행국의 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널리 수락

된 견해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었다.501) 그런데 2001년의 국가책임법 초

안에 관한 주석은 “국가승계의 맥락에서 신생국이 선행국의 책임을 승계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502)라고 서술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승계국이 해당 영토에서 지속중인 위법행위에 직면하여 그

러한 상황을 지지(endorse) 및 지속하는 경우 그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

을 지는 것으로 추론(inference)될 수 있다”503)고 하여 국가책임법 초안

제11조의 맥락에서 승계국의 책임이 승인 및 채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504)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국가승계법과 국가책임법 어느 맥락에서도 국가

책임의 승계 문제는 온전히 다루어진 바 없다. 그런데 책임승계의 문제

501) ILC Report 1998, 50th Session (A/CN.4/490/Add.5), p.41, para.282.
502) ILC Commentaries on Art.11, para.3.
503) Ibid.
504) 국가책임법 초안 제11조(Conduct acknowledged and adopted by a State as its 

own) (원문: “Conduct which is not attributable to a State under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nevertheless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acknowledges and adopts 
the conduct in question as its own.”(이탤릭체 강조 추가); 일견 국가책임법 초안 
제11조의 존재로 인해 책임승계의 문제가 다소간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될 여지도 있겠다. 국가승계 발생 이후 승계국의 의사에 따라 선행국의 책임이 승계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책임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가 승계국의 의사
에 따라 좌우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중요한 법적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
이다. 또한 피해국과 승계국 간의 협상력이 책임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
용하게 될 것이다.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약소국이라면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도 그에 상응하는 구제를 제공받지 못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Kohen, supra note 152, 
p.166); 한편 IIL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문제에 관련되는 국가책임법 초안 
제11조의 맥락과 선행국의 위법행위 책임을 승계국이 수락하는 문제는 분명히 구분되
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IIL Yearbook 2015, pp.537-538, para.66). 다만 이 
같은 지적은 국가책임법 초안 제11조에 관한 주석상 Crawford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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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현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을 통

해 현행법 내에서 그에 관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 가능하다면 굳이 국가

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

승계 문제 발생 시 현존 협약상의 규정들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현존 협약이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

II. 현존 국가승계법상의 흠결

1. 현존 협약들과 책임승계의 관계

국가책임의 승계를 논함에 있어 ILC의 기본적인 전제는 2001년 국가

책임법 초안의 국가책임 개념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는 국가승계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국제위법행위

로 인하여 야기된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의 이행 의무가 국가승계 이

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관계된다. 이는 2차 의무의 승계

에 관한 것으로 1차 의무의 승계 문제와는 구분을 요하며, 이러한 측면

에서 국가책임의 승계는 1978년 협약의 규율 대상인 조약의 승계와 구분

이 된다. 다시 말해 국가승계 시 승계국이 선행국의 조약을 승계한다면

해당 조약의 위반에 따른 의무 또한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추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나 두 영역은 각기 다른 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상

호 독립적인 분야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505)

경우에 따라서는 1978년 협약의 조약 승계의 틀에서 책임승계의 문제

가 다루어질 여지도 있다. 만약 국가승계 현상의 발생 이전에 위법행위

를 자행한 유책국과 피해국 사이에 그 의무 및 책임의 내용, 범위에 관

한 사항이 다루어져 그에 관한 합의(agreement)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1978년 협약을 비롯하여 조약 승계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칙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506)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완전한 배상의 유형이

505)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p.20-21, 
para.73.

506) Kohen, supra note 152, p.167; IIL Yearbook 2015, pp.526-527, par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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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법 초안 제36조의 금전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1983년 협약 등 부채(debts)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칙이 적절한

적용 규범이 될 것이다.507)

Šturma는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의무가 1983년 협약의 규율 대상인

‘미확정 부채’(illiquid debts)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

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잠정적이나마 이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

명하고 있다.508) 특히 불법행위(tort)에 대한 O’Connell의 견해를 근거로

부채라 함은 “가치가 고정적인 또는 확정 가능한 자산에 대한 이익”(an

interest in assets of a fixed or determinable value)이라고 설시하며, 불

법행위의 법적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도 국가승계 이전에 국제재판소나

중재법원 등을 통해 금전적 가치가 확정된 경우라면 부채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509)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가 금액으로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1978년 협약이나 1983년 협약으로는 해결이 불가하여 새

로이 책임승계 영역에서의 판단이 요구된다.510) 결론적으로 국제위법행

위의 존재 및 그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한 판단이 이미 국가승계 발생

이전에 완료된 경우라면 1978년 협약 또는 1983년 협약의 적용 가능성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련되는 문제가 상기의 두 가지 상황에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승계 이전에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책

임의 이행 방안이 승계 이후에도 여전히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승계 이

전에 확정된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가 금전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

이나 만족인 경우에는 부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Messrs Degan, in his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by Rapporteur Marcelo G. 
Kohen, in Annex 2 of the Provisional Report on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2013), 14th Commission, 
p.64.

507) Kohen, Ibid.; IIL Yearbook 2015, Ibid., p.527, para.33.
50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21, 

para.76.
509)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p.21-22, 

paras.77-79.
510)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22, 

par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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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게 된다.511) 게다가 1983년 협약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적

용을 배제하고 있어 책임승계의 논의를 통한 보충이 요구된다.

2. 1983년 협약의 적용범위와 한계

1983년 협약은 국가재산, 국가문서, 그리고 국가부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당초 특별보고자는 “경제적, 금전적 문제에 관한 국가승계”를 우선

적 논의 과제로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512) 그는 기득권 보존 원칙

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 논란이 야기되었다. 결

국 ILC는 기득권에 관한 논의가 복잡한데 비해 그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ILC의 작업 지연 방지라는 측면에

서 변화하는 법적 이해와 국가들의 필요에 따라 성문화 작업을 진행하기

로 결정하였다.513) 그리하여 공공재산(public property)과 공공부채(public

debts)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관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후에 기득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514) 그러나 결국 기득권의

문제를 포함한 사적 권리의 문제는 협약의 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특별보고자는 당초 공공재산을 (1) 국가의 재산, (2) 국가 이외의 영토

당국 또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이나 공공기관(public bodies)의 재

산, 그리고 (3) 국가승계로 영향 받는 영토의 재산으로 나누어 접근하였

다.515) 그러나 위원회는 상기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즉, 국가의

511) Kohen, supra note 152, p.168; IIL Yearbook 2015, Ibid., p.527, para.35.
512) ILC Report 1968, 20th Session (A/7209/REV.1) in ILC Yearbook 1968, Vol.II,  

p.221, para.79. 협약의 논의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공공재산과 
공공부채의 문제를 우선적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나 위원회는 논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 범위에 그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공공재산 및 공공부채의 문제, 천
연자원 및 양허계약이 정부계약에서 비롯되는 기득권(acquired rights)의 문제를 포괄
하는 여러 경제적 원천상의 이익 및 권리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금전적 문제에 
관한 국가승계”를 우선적 논의 과제로 결정하게 되었다.

513) ILC Yearbook 1969, Vol.II, p.228, para.61.
514) Ibid.
515) Mr. Mohammed Bedjaoui, Sixth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matters other than treaties (Doc. A/CN.4/267), 20 May 1973 in ILC Yearbook 
1973, Vol.II, pp.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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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516) 1983년 협약은 최종적으로 ‘국가’

의 재산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데 그치게 되었고, 부채나 문서의 승

계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것에만 논의가 한정되었다.517) 결국 당초 특별

보고자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초안규정을 마련하였던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부채에 관한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518) 따라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1983년 협약의 규율 범위 밖에 존재한다. 게다가

1983년 협약 제33조는 “선행국이 타국이나 국제기구 또는 국제법상의 다

른 주체에 대해 지는 국제법에 합치하는 모든 재정적 의무”를 국가부채

(State debt)라고 정의하고 있어519) 채권자가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닌 경

우 1983년 협약에서 보호되지 아니한다.520) 이로 인해 특히 국가와 사인

516) ILC Yearbook 1973, Vol.II, p.202, paras.87-89.
517) 1983년 협약은 제5조를 통해 동 협약상의 규정들은 협약의 규정 대상인 국가재산, 

국가부채, 국가문서의 세 가지 사항 이외의 문제에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를 예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석에 따르면 동 조항은 상기 세 가지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관한 safeguard clause라고 설시하고 있다(ILC Commentary on Art.5,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24). 한편 1983년 협약 제6조는 특별히 자
연인 또는 법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협약의 내용이 그들
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되는 어떠한 문제도 예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국가재산이나 문서, 부채의 승계가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예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ILC Commentary on Art.6, Ibid.).

518) ILC Report 1981, 33th session, 4 May – 24 July 1980 (Doc. A/36/10) in ILC 
Yearbook 1981, Vol.II, p.76, para.29; 특별보고자의 6번째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Provisions relating to public establishment), 영토당국에 관
한 조항(Provisions relating to territorial authorities), 재단의 재산(Proerty of 
foundation)이 관련되는 제32조 내지 제40조상의 초안규정들은 ILC에서 논의범위가 
국가재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모두 삭제되었다(Mr. Mohammed Bedjaoui, Seventh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matters other than treaties (Doc. 
A/CN.4/282), 3 July 1974 in ILC Yearbook 1974, Vol.II, Part One, p.96, 
para.5).

519) 1983년 협약 제33조(State debt)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s of the 
articles in the present Part, ‘State debt’ means any financial obligation for a 
predecessor State arising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owards 
another Stat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ny other 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이탤릭체 강조 추가).

520) 당초 ‘국가부채’의 정의에는 사인이나 사법인 등에 대한 부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
었다(ILC Yearbook 1977, Vol.II, Part One, p.58). 그러나 국제 의무에 포섭되는 국
제법 주체 간의 금전적 의무(international financial obligation)로 제한할 필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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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되는 경우 협약의 적용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논리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21) 가령 승계 대상이 채무 자체인지 혹은

채무에 관한 청구(debt-claim)인지 여부에 따라 사인에 대한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A국가와 어떠한 사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여 A국

가의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승계로 인해 채무국인 A가

국가 B로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A국이 사인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

는 국가에 대한 부채가 아니므로 1983년 협약 제33조의 규율 범위에 포

섭되지 아니한다.522) 그런데 국가승계 발생 전에 해당 사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통해 채무국인 A국을 상대로 청구(debt-claim)를 제기하

였다면 이는 채권국의 재산이자 채무국의 부채로 분류되므로 국가승계

발생 시 채무국인 B국의 채무로 승계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채권채무

관계라 하더라도 사전에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협약 제6조에 의거 1983

년 협약 이외에 사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른 국제법 규칙이 적용되겠

지만 이와 관련한 협약 자체의 불균형 및 법적 불비의 해소 필요성은 여

전히 존재한다.

한 Ushakov의 제안 이후 위원회 내부의 견해는 나뉘게 되었고(ILC Yearbook 1977, 
Vol.I, pp.10-11, 30, 35-54, 172-174), 1979년 초안규정 제16조는 ‘국제적’이라는 용
어를 삭제하고 주석을 통해 금전적 의무란 ‘타국, 국제기구 또는 다른 국제법상의 주체’
에 대한 것이라는 점, 특히 국가가 자국 국민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ILC Yearbook 1979, Vol.II, Part Two, p.47, 
para.44). (James Crawford, International Law as an Open System [이하 “Open 
System”], p.297).

521) Eli Natha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Yoram Dinstein (ed.), International 
Law at a Time of Perplexity: Essays in Honour of Shabtai Rosenn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p.506.

522) 전통 국제법상 개인이 국제법의 개체로만 존재하였던 것과 달리 오늘날 개인은 국제
법상 일정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그러나 개인이 국제법상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인은 국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법질서를 향
유하지 아니하며 국제기구에 비해서도 제한적 법인격만을 향유한다. 따라서 개인이 
1983년 협약 제33조의 ‘국제법상의 다른 주체’의 범위에 포섭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
지도 있으나 1983년 협약 성안 과정상의 논의를 보건대 개인에 대한 채무는 1983년 협
약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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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애매한 부분은 존재한다. 앞서 선행국

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국가승계 이전에 이미 금전배상

으로 결정된 경우 부채의 문제로 포섭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1983년 협약 제33조의 문언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ILC는 “선행국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채무(delictual

debts)는 국가승계에 관련되는 쟁점들 중에서도 그 해결책이 주로 국가

책임에 관한 원칙들에 의해 모색되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523)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의 금전배상이 국가부

채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다

시 말해 비록 국가부채의 정의상 모든 재정적 부채가 1983년 협약의 규

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

의 문제는 아직 원칙이 수립되지 아니한, 책임법의 맥락에서 별도의 고

찰을 요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524)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III. 책임승계의 법리 도입을 통한 보충 필요성

차제에 국가책임이 관계되는 몇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승계 관련 협약들 간의 접점과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 도

입을 통해 보충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유책국과 피해국의 관계에 있어 유책국

또는 피해국 중 일방이 국가승계를 경험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이때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1) 국가승계 이전에 유책국

과 피해국 간 책임의 이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협약이 존재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승계 시 조약의 승계에 관한 1978년 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2)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어 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a) 유책국이 국가승계의 주체

523) ILC Yearbook 1979, Vol.II, Part Two, p.45, para.36;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78, para.36.

524) Czaplinski, supra note 11,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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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와 (b) 피해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b)의 피해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한 경우라면 그러한 청구(claim)

를 선행국의 재산으로 분류하여 1983년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ILC에 따르면 부채 회수에 관한 청구(debt claim)가 국가

의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525)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delictual claim)까지도 국가의 재산으로 분류된다

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채무(delictual

debt)는 통상의 부채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는 부채 회수에 관한 청구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ILC에 따르면 선행국의 불법행위에서 초래된 불법행위 채무는 국가

승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적으

로 국가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26)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의 문제도 책임의 맥락에서 논의를 요하며,

다시 말해 이 부분에 관하여는 1983년 협약의 틀 내에서 온전한 해결책

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상기 (a)의 유책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한 상황에서는 피해국이 유책국

인 선행국에게 제기한 청구가 승계국에게 이전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데, 이 경우 그러한 청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또한 기존의

승계관련 협약에는 포섭되지 아니한다. 유책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청구

(delictual claim)는 1983년 협약상의 국가부채나 국가재산, 국가문서 중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가 확정되었고 유책국이

일정 금전배상 액수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라면 (1) 유

책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한 경우에는 승계국의 부채로 처리될 것이고, (2)

피해국이 국가승계를 경험한 경우에는 승계국의 재산으로 처리되어 두

경우 모두 1983년 협약으로 해결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책임해제 방

525) ILC Yearbook 1977, Vol.II, Part One, p.56, para.52;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73, para.8.

526) ILC Yearbook 1981, Ibid., p.78, para.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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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원상회복이나 만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협약

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사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이다.

이미 국가승계 이전에 사인의 권리 구제에 관하여 사인의 국적국과 타방

국가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국가승계 이후에는 조약의 승계에 관

한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청구가 제

기되어 재판소의 결정으로 유책국에 책임 이행에 관한 의무가 발생하였

고 그에 대한 이행 전에 국가승계가 발생했다면 의무의 승계 문제로 귀

결될 것이다. 특히 이행할 의무가 금전배상에 해당한다면 부채의 승계

문제가 될 것이나 사인에 대한 부채의 문제는 1983년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527) 만약 사건이 계류중에 국가승계가 발생하면 청구의 계속 여

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를 유책국인 선행국의

부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1983년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어느 경우에도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이외의 공공기관 등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국가승계

를 경험한 국가가 공공기관 등에 지고 있는 부채는 1983년 협약 제31조

의 국가부채에 해당하므로 1983년 협약의 적용 범위에 있게 된다. 그러

나 공공기관 등이 제3국에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공기관 등

의 국적국이 국가승계를 겪게 되면 그러한 부채의 문제는 1983년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528) 채권국인 제3국의 권리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의 재산은 국가재산과는 별개이므로 이 경우

에도 1983년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83년 협약의 주석에는 국가책

임법 초안의 맥락에서 보자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나 국가승계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529) 그러나 국가책임법 초안에 기초한 책임승계 관련 법리가

527) 다만 사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유책국은 사인의 국적국에 
대한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금전배상을 행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1983년 협약의 
적용 여지가 있다.

528)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p.76-77, paras.29-30.
529) Ibid., p.77, par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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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다면 동 초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 등의 행위도 국

가의 행위로 귀속될 여지가 마련되고 그 경우 국가책임의 문제로서 권리

승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생각건대 현존 승계관련 협약들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존재하

며 그와 관련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완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현존 협약들 중 책임승계의 문제와 많

은 부분에서 접점이 확인되는 1983년 협약의 경우 여전히 미발효 상태에

있으며 그 내용의 관습국제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이론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책임승계에 관한 법리 확립을 통해 중복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흠결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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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상황별 현존 국가승계협약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유책국 (A)
피해자 (B 또는 

b)
국가승계 대상 가정적 상황

기존 협약 (유추) 
적용 가능성

직
접
침
해

관
련

A→A′ 또는 
A→C

(선행국=유책국)
B 직접침해 책임이행 의무

승계협약 존재 1978년 협약 적용

승계 이전에 청구 
제기(재판소 계류중)

-1983년 협약 유추적
용 가능성
(단, delictual debt 
포섭의 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법
적 결과 旣 확정

-금전배상: 1983년 
협약 유추적용 가능성 
(단, delictual debt 
포섭의 문제)
- 원상회복, 만족 기
존 승계 협약 무관

A
B→B′ 또는 

B→C
(선행국=피해국)

책임추궁 권리

승계협약 존재 1978년 협약 적용

승계 이전에 청구 
제기(재판소 계류중)

-1983년 협약 유추적
용 가능성 (∵재산)
(단, delictual claim 
포섭의 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법
적 결과 旣 확정

-금전배상: 1983년 
협약 적용
- 원상회복, 만족 기
존 승계 협약 무관

사
인

관
련

A→A′ 또는 
A→C

(선행국=유책국)

사인 b 침해
(B 간접침해) 

책임이행 의무

A-B 협약 체결 1978년 협약 적용

승계 이전에 청구 
제기(재판소 계류중)

-1983년 협약 유추적
용 가능성
-ILC 입장: 사인에 
대한 부채 문제는 적
용대상 아님

불법행위에 대한 법
적 결과 旣 확정

-배상액 확정시 1983
년 협약 유추적용 가
능성
-ILC 입장: 사인에 
대한 부채 문제는 적
용대상 아님

공
공
기
관 

관
련

A→A′ 또는 
A→C

(선행국=유책국)
공공기관 b 부채

공공기관 b에 대한 
부채

1983년 협약 적용

공공기관 a B 부채
A국 공공기관 a의 
B국에 대한 부채

-1983년 협약 유추적
용 가능성
-ILC 입장: 적용대상 
아님

공공기관 a - 재산
A국 공공기관 a의 
재산

-1983년 협약 유추적
용 가능성
-ILC 입장: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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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법위원회의 조약화 작업

I. 조약화에 관한 각국의 상반된 입장

2016년 제68차 회기에서 “국가책임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승계”라는 주

제가 장기작업과제로 채택된 이후 UN 총회 제6위원회 제71차 세션에서

는 동 주제에 관한 각국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별보고

자에 따르면 최소 10인의 대표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530)

수단은 동 주제의 채택이 시의적절한 것이며, 현 상황에서의 필요를

충족하고 국제법의 성문화 및 점진적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고는 ILC의 작업이

국제법을 점차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민에 근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근 국가승계를 경험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를 비롯하여 체코, 이집트, 몽골 등은 국가책임

의 승계에 관한 ILC의 논의를 통해 국가승계에 관한 이전의 작업을 보

완하고 국제법상의 흠결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의

사를 표시하였다. 슬로바키아는 관련된 국가실행이 드물기는 하지만 동

주제에 관한 연구는 유용한 작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고 슬로베니아는

특히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책임의 승계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것

인바 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루마니아는 중간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주

제가 특히 1990년대 유럽의 분열이라는 맥락에서 흥미로운 국제법상의

주제이긴 하나 현실적 관련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 주제

에 관한 논의가 이미 조약화 작업이 완료된 조약의 승계나 부채 등의 승

계, 국적의 승계로 대표되는 국가승계에 관한 성문화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530)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2-3, paras.3-7. 본문
에 제시된 각국의 입장은 특별보고자의 첫 번째 보고서 및 회의록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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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와 터키는 동 주제의 선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

응을 드러내었다. 오스트리아는 동 주제가 이전의 ILC 작업에서 배제된

바 있는 다분히 논란이 많은 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IIL에서 논

의된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스트리아

는 국가책임의 주제들 중에서도 이처럼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수용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었

다. 터키는 국가들의 입장이 분분하고 다양한 측면을 노정하는 책임승계

의 문제에 관하여 국가들이 의견 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

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ILC가 동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불

신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특별보고자 Pavel Šturma는 2017년과 2018년 각

기 한 차례씩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초 발표하였던 작업계획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가고 있다.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가 과거 관습국제법이 잘

수립되지 아니하였던 일반국제법의 주제에 해당하여 ILC 설립 초기에

작업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국가실행 및 사법기구의 판결례

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발전 경향을 확인할 시점이라는 것이다.531)

II. 2017년 1차 보고서

1. 개관

책임승계의 문제는 이미 성문화가 완료된 국가책임법 및 국가승계법

모두에 관계되며 두 법체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532) 특별보고자는 동 주제가 1978년 협약과 1983년 협약, 1999년

초안 등 국가승계 분야 및 국가책임 분야의 성문화 완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흠결을 보충하게 될 것(fill gaps)이라는 입장이다.533) 국가책임 분

야에 있어서의 국가승계라는 주제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국제책

531)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7, para.24.
532)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3-5.
533)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7-8, pa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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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칙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534) 따라서 논의의 기초는 국가책임법 초안이며 국제법상 금지되

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나 국제기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승계 문제는 논의 범위에서 배제된다.535)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ILC의 작업은 기존 승계협약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승계의 유형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책임의 2차규칙이라

는 측면에 기초하여 유책국의 의무 이전과 피해국의 권리(청구) 이전 모

두를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536) 또한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

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 대상이며, 제노사이드 사건에서 ICJ가 밝힌 것

처럼 승계에 관한 규칙이 조약해석이나 국가책임과 동일한 유형에 속하

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537)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문제도 조

약해석이나 국가책임과 마찬가지로 일반국제법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일

반국제법상의 관련 규칙이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2. 국가책임의 승계 가능성

과거의 국가승계 이론은 일반적으로 책임의 승계를 부정하였으며, 로

마법상의 상속이론이나 자기책임원칙, 국가책임이 지닌 고도의 인적 속

성이라는 측면에 기초하여 책임 승계를 부정하였다.538) 그러나 사법상의

이론은 국제법에 적절히 들어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특히 국

가책임 개념의 변화 및 새로운 발전 경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이 특별보고자의 지적이다. 최근 20년간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

한 시각은 진화하였으며(evolved) 전통적인 책임의 불승계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경우에 따라 책임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

534)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6, para.19.
535)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6-7, 

paras.19-22.
536)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8, paras.25-26.
537)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8, para.27.
53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9-10, 

paras.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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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연한 견해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539) 특히 불승계 이론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간주하는 학자들조차도 국가가 선행국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

며,540) 오늘날 국가책임법이 고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속성에 기초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국제위법행위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제(reparation)에 관계되는 책임의 법적 결과는 승계국에 이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541) 이와 관련하여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을 작성한 특별보고자 James Crawford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견해를 수정하였던 점이나 IIL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의 국가책임의 승

계 가능성을 규정하였다는 점 등이 발전된 법적 현실의 근거로 제시된

다.542)

3. 기 체결된 국가승계 관련 협약들과의 관계

국제법은 하나의 법체계로 존재하며 국제법 체계 내의 다양한 분파들

간에는 조화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동일한 분파에

내에 속하는 국가승계 관련 협약들 간에는 그러한 조화가 더욱 긴요하

다. 이 같은 시각에서 기존의 승계 협약들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들은 국

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조약화 과정에서도 통일이 요구된다.543)

1978년 협약 제39조나 1983년 협약 제5조는 “저해하지 아니함”(without

prejudice)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책임승계의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배제

하였을 뿐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544) 따라서 용어의 통일을 기초로 국가승계법상의 통일을

539)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0, para.33.
540)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0, para.33.
541)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1, para.34.
542)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1, 

paras.35-36.
543)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9, para.65
544)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9, 

paras.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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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국가승계에 관한 보편적 체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승계의 제 문제들은 각각의 특별한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인정되므로 경우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활용

하여 새로운 규칙을 규정할 필요가 인정된다.545) 가령 선행국의 조약을

승계한 국가가 조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승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조약의 승계와 조약위반 책임의 승계는 상호 독립

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특별한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546) 선행국의 위

법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국이 승계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어떤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의무의 승계 문제와는 별개이다. 마찬

가지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금전배상의 대상으로 확정되어 배상

액이 결정된 경우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미확정 부채(illiquid

debts)의 문제는 별도로 책임승계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인정된

다.547)

4. 조약화될 규칙의 성격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잠정적인 결론은 (1) 오늘날 국가

실행을 보건데 전통적인 불승계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며 (2) 다만 이러

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책임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이론

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548) 특별한 경우에 선행

국의 국가책임도 승계가 되었으며, 선행국의 국가책임으로 인한 권리 의

무의 이전 여부는 사안별로(case-by-case) 결정되어야 한다.549) 또한 기

존에 국가승계 관련 협약들을 체결하였던 경험이나 책임승계의 문제가

545)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20-21, 
paras.72-73.

546)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1, para.73.
547)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21-22, 

paras.76-80.
54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3, para.83
549)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3, par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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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 승계 문제의 낮은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ILC의 조약화 결과에 대해서는 보충적 성격(subsidiary nature)을 부

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특별보고자의 설명이다.550) 보충적 성격의

문서 채택을 통해 (1) 국가승계를 경험하는 국가들이 적절한 수정을 통

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고 (2) 당사자들 간 합의가 부

재한 경우 적용 가능한 기본원칙(a default rule)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관련 국가들 간의 합의(agreement)에 우

선권(priority)이 부여된다. 국가승계 이후 선행국 책임의 처리방식은 크

게 승계협약(devolution agreement), 청구권협약(claims agreement), 그

리고 일방적 선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551) 특히 승계협

약과 청구권협약 체결 시 pacta tertiis 규칙의 존중이 요구된다. 독일통

일조약 제24조나 유고분열 이후 승계국들 간 체결한 2001년 승계협약은

새로운 유형의 협약에 속하는데552) 이 경우에도 pacta tertiis 규칙이 적

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승계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 국가

책임의 결과를 결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로 인하여 영향 받게 될 제3국의 동의는 필수적이다.553)

한편 말레이시아 법안 제76조554)나 나미비아 헌법 제140조 제3항555),

550)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3, 
paras.85-86. IIL 결의도 부수적 성격을 규정하였음을 설시한 바 있다.

551)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26-30.
552) 독일통일조약은 승계협약과 유사하기는 하나 제3국에 대한 의무를 승계국 스스로 수

락하고 있으며 특정의 행정적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고의 승계협약은 
선행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승계협약이 아니며 내용상 청구협약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협약에 해당한다(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28-30). 

553)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30, para.111.
554) Sect. 76 of the Malaysia Act, 1963, in United Nations, Legislative Series, 

Materials on Succession of States (ST/LEG/SER.B/14), p.93. 
<https://undocs.org/ST/LEG/SER.B/14> 참조. 관련 원문: “(1) All right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any matter which was immediately before 
Malaysia Da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a Borneo State or of 
Singapore, but which on that day beco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on that day devolve upon the Fede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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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헌법 제5조556) 등에서 국가승계 이후 일방적 선언을 통해 책임을

인수하였던 국가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557) 일방적 선언을 통한 책

임 인수의 가능성은 국가책임법 제11조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558) 다만

선행국의 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일방적 선언이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방적 선언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칙559)에 비추어 그 타당

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560)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보고서는 규정의 범위(Scope)에 관한 제1조,

용어의 정의(Use of terms)에 관한 제2조, 책임승계 관련 협약들과의 관

계(Relevance of the agreements to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555) 본고 제3장 제2절 참조.
556)  Sect. 5 (2) of the Constitutional Act No. 4/1993, on measures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 in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2, para.118. 관련 원문: “(2) The 
Czech Republic assumes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 not specified in Section 4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laws as of the date of dissolution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 except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 linked to those sovereign territories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 which are not sovereign territories of the Czech 
Republic. This in no way affects any claim of the Czech Republic on the 
Slovak Republic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tive Republic accepted by the Czech Republic pursuant to 
this provision.”

557) 다만 Mr. Murase는 제3374차 위원회 회의에서 말레이시아나 나미비아의 사례가 정
부승계 사례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국가승계와 정부승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Mr. Murase (A/CN.4/SR.3374)).  

55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32-33, para.121. 특
별보고자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문제에 관련되는 동 조항이 mutatis 
mutandis 선행국의 국가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승계하는 문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시한다(Ibid., para.122). 주지하다시피 이는 국가책임법 초안 제11조에 관한 주석에
도 설시되어 있다. 관련하여 본고 각주 143 참조.

559)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34, 4 December 
2006, in ILC Yearbook 2006, Vol.II, Part Two, p.161, pp.176-177.

560)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33-34, 
paras.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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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에 관한 제3조, 승계국에 의한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 by a successor State)에 관한 제4조를 제안하고 있다.

III. 제69차 회기 위원회 회의 결과

2017년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3374차 내지 제3381차 위원

회 회의에서 특별보고자가 제출한 1차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회원들은 책임승계의 논의를 통해 책임법과 승계법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를 인정하고 특별보고자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은 책

임승계의 문제가 조약화의 대상으로 채택된 배경 및 목적 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561) 특히 책임승계에 관한 전통적 견해라고 여겨지는 책임

불승계 원칙이 과연 오늘날의 새로운 국제법적 현상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

다.562) 이들은 여전히 책임불승계 원칙이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기본

원칙이며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특별보고자가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새로운 경향성의 증거로 제시한

다양한 국가실행 및 국내외 판결 등과 관련해서도 지지하는 학자들 못지

않게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된

국가승계의 사례들이 지나치게 동유럽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례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

적되었다.563) 무엇보다도 특별보고자가 제시한 제3조 내지 제4조의 실체

적인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IL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적 기조 즉, 국가승계라는 사실이 면책(impunity)의 사유가 되어서는

561) 가령 제3374차 회의에서 Mr. Reinisch (A/CN.4/SR/3374) 또는 제3377차 미팅에서 
Mr. Tladi (A/CN.4/SR.3377)의 견해 참조.

562) 대표적으로 A/CN.4/SR.3374 - 3381 중 Mr. Reinisch, Mr. Tladi, Mr. Crossman 
Guiloff, Mr. Hmoud 등의 견해 참조.

563) 가령 제3375차 미팅에서 Mr. Nguyen (A/CN.4/SR/3375) 또는 제3379차 미팅에서 
Mr. Peter (A/CN.4/SR/3379) 등의 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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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564)

이 같은 논의 결과 특별보고자는 기 제안한 네 개의 조항 모두를 초안

위원회(Drafting Committee)의 검토 대상으로 넘기되 제3조와 제4조에

관하여는 두 번째 보고서 제출 이후 책임의 승계 또는 불승계에 관한 좀

더 명확한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을 제안하였다.565) 그

리하여 제3383차 미팅에서 초안위원회 의장은 두 개 조항만을 검토 및

잠정 채택하고 구두로 발표하였다.566)

IV. 2018년 2차 보고서

특별보고자는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각국의 반응567) 및 위원회 내에

564) 가령 제3376차 미팅에서 Mr. Hassouna (A/CN.4/SR/3376) 또는 제3377차 미팅에
서 Sir Michael Wood, Mr. Tladi (A/CN.4/SR/3377), 제3379차 미팅에서 Mr. 
Rajput (A/CN.4/SR/3379) 등의 견해 참조.

565) ILC, Provisional summary record of the 3381st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25 July 2017, p.9.

566) Draft articles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on 25 July 
2017 in Mr. Aniruddha Rajput,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Drafting 
Committee, 31 July 2017, p.5.  
<http://legal.un.org/docs/?path=../ilc/documentation/english/statements/2017
_dc_chairman_statement_ssrsr.pdf&lang=E> 참조.

567) 덴마크를 필두로 한 북유럽 국가들 및 그리스, 에스토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
브해 공동체(CARICOM), 멕시코, 포르투갈 등은 책임승계에 관한 논의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기존 국제법상의 흠결(gap)을 치유하고 국제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
였다. 미국은 위원회의 작업을 환영하면서도 1978년 협약 등 기존의 승계관련 협약들이 
광범위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존하는 법의 내용에 반하는 점진
적 발전 차원의 법을 채택하는 경우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신중한 입장을 제
시하였다. 영국은 기존의 책임승계 사례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
른 판단이 요구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책임승계에 관한 법리가 모델조항(model 
clauses)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벨라루스는 책임승계 논의에 대해 여느 국가들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책임승계에 관한 주제가 ILC의 
기존 작업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책임승계 문제에 적용 가능한 일반규칙의 설정
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A/C.6/72/SR.26, paras.93-96). 반면 오스트리아, 중국, 
러시아연방, 스페인, 터키 등은 성문화 주제로서 책임승계 논의의 발전 현황에 회의적
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책임의 개념 및 국가승계 이후의 효과에 관한 논의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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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1차 보고서의 기본적인 논지는 유지하되 접

근방식을 다소 수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568) 특히 국가승계에 관한 주

제가 국제법상 가장 복잡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제관계

상의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569) 이에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사례의 다

양성 및 개별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실제적인 접근방식(a more

flexible and realistic approach)에 입각하여 승계 또는 불승계에 관한 일

반원칙과 특별원칙을 도출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570) 책임의

승계 가능성이나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가능성에 대한 각

국의 분분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책임승계에 관한 조약화를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특별보고자는 또한 책임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의 기초가 국가책임

법 초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성, 국가책임의 내용,

책임의 추궁 등 국가책임의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책임승계에 관한 일

반원칙을 도출할 필요를 강조한다.571) 다만 위반행위의 성격이 지속성을

가지는지 여부나 손해의 범위, 선행국의 지속적 존재 여부 등과 같은 다

양한 요소들이 예외의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

다.572)

이러한 전제 하에 2차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

다. 첫째, 책임승계에 관한 법리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법에

합치되는 방식의 국가승계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1978년 협

약 제6조 및 1983년 협약 제3조는 각 조약들이 국제법 특히 UN헌장에

히 할 것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였다(Pavel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이하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19), 6 April 2018, pp.3-5).  

568)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5, para.13.
56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570)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6, para.16.
57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6-7, 

paras.18-19.
57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7, par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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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국제법상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가승계 현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한다.573) 2015년 IIL 결의도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가승계의 문제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결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574) 1983년 협약 제3조의 모

델이 되었던 1978년 협약 제6조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건대 이는 영토변

경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승계의 법적 효과를 합법 또는 불법으로 양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토변경이라는 사실적 상황이 합법적으로 이루

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기 위함이었다.575) 다시 말해 가령 정복의 경우와

같이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한 불법적 영토 확보에 대해서는 적용

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576) 이에 특별보고자는 “동 초안규정에 의해

포섭되는 승계 사례”라는 제목으로 제5조를 제안하고 있다.577)

둘째, 일반규칙과 예외의 문제로서 승계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

반원칙과 승계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서는 IIL 결의와의 비교고찰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

펴보도록 한다.

573) 1978년 협약 제6조와 1983년 협약 제3조는 “동 협약에 의해 포섭되는 국가승계의 
사례”(Cases of succession of States covered by the present Convention)라는 
동일한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1983년 
협약의 경우 ‘in particular,’ 뒤에 ‘with’라는 전치사를 삽입하였다는 것뿐이다.

   “The present Convention applies only to the effects of a succession of States 
occurring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574) IIL Resolution, Article 2 para. 2.
575)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8-9, paras.24-28.
576)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9, para.29.
577)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2, para.41.

Draft article 5  Cases of succession of Stat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The present draft articles apply only to the effects of a succession of States 
occurring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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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책임승계에 관한 원칙과 예외: IIL 결의와 ILC

작업의 비교고찰

주지하다시피 ILC의 조약화 작업은 아직 진행중인 반면 IIL 결의는 이

미 채택이 완료되었다. ILC 특별보고자는 당초 조약화 작업을 시작하면

서 2015년에 채택된 IIL 결의의 채택 경과 및 채택된 결의의 구조를 소

개하고 ILC의 작업에 있어 IIL 결의의 내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578) IIL과 상이한 접근방식의 채택 가능성을 명시하였고579) 실제 조약

화 작업상의 내용이 IIL과 상이한 측면도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접근방식

에 있어 양자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규범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자에 대

한 비교분석이 필수적 절차라고 생각된다. IIL 결의에서 발견되는 문제

점은 추후 ILC의 조약화 작업에서 보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 고찰하도록 한다.

I. 원칙과 예외

1. 원칙

선행국의 불법행위 채무(delictual debts)는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특별

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로 국가책임에 관한 원칙

에 의해 규율된다고 여겨져 왔다.580) 이 경우의 국가책임법은 2차규칙에

기초한 국가책임법 초안 채택 이전의 법규칙을 지칭하던 것이며, 이 같

578)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5-6, 
paras.16-18.

57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5-6, 
paras.16-18.

580) Commentary to art. 31 of the draft articles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2, p.78, para.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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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책임법 하에서는 고도의 인적속성이 책임의 불승

계를 정당화할 여지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581) 특별보고자는 단지

유책국 또는 피해국의 지위를 확정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통적인 불

승계 원칙이 타당하다고 설시한다.582)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가

국가책임법 초안 제1조에 규정된 소위 ‘자기책임원칙’ 즉,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유발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귀속의 측면에서 볼 때 분리독립과 같이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 국가책임의 불승계 원칙이 기본원칙임은 자명하다.583)

이 같은 접근방식은 IIL도 다름 아니다. IIL은 국가승계의 상황이 국제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의 이행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되

며, 국가승계 이후 법과 형평의 측면에서 책임 이행의 주체에 대한 규명

이 요구된다는 점을 결의 전문에서부터 밝히고 있다.584) 이 같은 정책적

기조585) 하에서 전통적인 불승계 원칙에 기초한 백지출발원칙을 부정하

고 어떠한 경우에든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행될 수 있

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586)587) 이에 국가승계의 유형도 중요

58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12-13, 
paras.43-44. 

58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3, para.44.
583)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3, paras.45-46. 

이와 관련하여 IIL 결의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을 원용하였다. 이 같
은 접근방식은 Dumberry, Czaplinski, Volkovitsch 등에 의해 제시된바 있다.

584) IIL Resolution, Preamble, paras. 3 and 5.
585) 2013년 도쿄 세션에서 의장 Dame Rosalyn Higgins는 “어떠한 승계 현상과 관련하

여서도 국제위법행위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진술이 정
책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Yearbook of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14th Commission, 2013, Tokyo Session, Vol.75, p.215). 이에 특별보고자 Marcelo 
G. Kohen은 단지 국가승계라는 사실로 인해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결과가 회피되는 일
은 없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적 기조가 책임승계의 문제에 관한 IIL 보고서의 핵심이라
는 점을 강조하였다(Ibid.).

586) IIL Yearbook 2015, p.534, para.53.
587) IIL Yearbook 2015, p.524, para.26. IIL의 입장에 관한 구체적 설시를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Since the main policy of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that no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must remain unpunished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a case of State succession, the individuals or groups victims 
of human rights obligations will always find a State that will be oblig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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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선행국의 존속 여부가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588)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행국이 계속하여

존속하는 경우라면 국가승계 이후에도 해당 국가가 위법행위에 따른 권

리 및 의무 행사의 주체가 된다(제4조 내지 제5조). 구체적인 승계 유형

과 결부지어 보면 영토 일부의 이전(제11조)이나 분리독립(제12조), 신생

독립국(제16조)의 경우 계속하여 존속하는 선행국이 국가승계 이전에 자

행한 국제위법행위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 예외

ILC 특별보고자는 행위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불승계 원칙이

타당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불승계 원칙이 승계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하거나 또는 보충을 요구받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1) 위반행위가 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나 민족해방단체의 행위

와 같이 특별한 규칙이 관계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2) 위법행위가 선행

국에 귀속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의 측면에서 승계국이 책임

이행을 요구받는 경우도 존재한다.589) 이처럼 예외적으로 국가책임의 불

승계 원칙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위반된 의무의 성격이나 위반의 특별한

상황, 승계의 유형 등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승계국에 대한 구제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590) 이에 일반원칙과 예외에 관한 사항을 “일

반규칙”(General Rules)이라는 제하에 도입하고 있다.591)

repair that breach.”(밑줄 및 이탤릭 강조 추가).
588) IIL Yearbook 2015, p.534, para.54.
58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4, para.48. 후자의 

문제는 주로 선행국이 소멸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590)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4, para.50.
59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4, para.48. 

다만 성공한 민족해방단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일반원칙에 관한 제6조에는 포함하지 않고 개별 승계유형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Draft article 6  General rule
1.  Succession of States has no impact on the at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committed before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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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특별보고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예외 상황은 국가책임법 제14조와 제

15조에 규정된 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들에 관계된다. 지속적 성격의

행위는 1) 하나의 행위(a single act)가 위법을 구성하여 문제되는 경우

와 2) 각기 개별적인 상황에 관계되는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들을 다

함께 고려하였을 때(taken together) 국제의무 위반을 초래하는 소위 복

합적 또는 국제적(a composite or global act) 행위가 위법을 구성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592) 두 경우 모두 하나의 시점에 완성되는 행위(an

instantaneous act)가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

점을 가진다.593) 특별보고자는 상기 1)과 2)에 포섭되는 위반행위가 공히

2.  If the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the injured State or subject may, 
even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invoke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decessor 
State and claim from it a repar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such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3.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le at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to the successor State on the basis of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by an act having a continuing character if it is 
bound by the obligation.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the injured State or 
subject may claim repar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also or solely from the successor State or 
States,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draft articles. (밑줄 강조 추가).

59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8, para.65.
593)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8, para.65. 

Šturma는 복합적 행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1996년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제시되었
다가 최종 초안에서 배제된 바 있는 합성행위(a complex act)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맥락에서 유의미한 것은 복합적 행위에 국한된
다고 설명한다(Ibid., pp.19-20, para.71). 이와 관련하여 양자의 개념적 구분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복합적 행위의 경우 
일련의 불법행위들이 모여 일종의 가중적 행위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합성행위는 일련의 
행위들이 모여 하나의 단일한 행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전자는 
가령 일련의 인종차별 행위들이 모여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가중적’ 성격의 강행규범 위
반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군사복합 콤플렉스나 스포츠 콤플렉스와 같이 각각
의 시설들이 모여 하나의 ‘단일한’ 개체(unit)를 형성한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복합행위는 a+b+c+d+e=X로서 X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합성행위는 a'+a''+a'''+a''''=A로서 A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승계 이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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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국가승계 이후 승계국에 책

임이행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책임추궁의 대상을 선행국이

나 승계국 단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행국과 승계국 모두로 할 것인

지와 관련해서는 초안규정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

정할 필요가 있다.594)

그런데 지속적 성격의 위반행위와 복합적 행위를 구성하는 위반행위는

엄밀히 말해 피해주체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예외적인 사례들과

는 구분을 요한다.595) 위반행위가 국가책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포

섭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이유로 승계국에 책임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 승계국 자신이 위반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책임의 ‘귀속’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책임법이 적용

되는 경우이지 책임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

다.596) 가령 Lighthouses Arbitration 중재사건 Claim No.4에서 그리스의

책임이 인정되었던 것에는 크레타 정부의 위반행위를 국가승계 이후 그

리스가 지속하였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597)이나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Variant C"의 시행은 일시적 행위일 뿐 지속적

성격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오직 책임승계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598)

작되어 승계 이후에도 지속된 일련의 위반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책임
을 야기하는 복합적 행위의 경우 선행국과 승계국 모두에게 책임을 초래하게 되지만, 
합성행위의 경우 행위의 시점(始點)이 국가승계 이전이라 하더라도 종점(終點)이 국가승
계 이후라면 설사 선행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계국이 자기책임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복합적 행위와 합성행위의 개념 및 국가책임법상 합성행위 개념이 삭제된 
이유 등에 관한 상세는 Crawford, State Responsibiltiy, supra note 9, pp.265-273 
참조.

594)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0, 
paras.72-73.

595)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0, para.74.
596) Ibid. 이러한 이유로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6조 3항은 ‘저해됨이 없이’(without 

prejudice)라는 표현을 사용해 승계국에 대해서도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See supra note 103.

597) 이 경우 승계국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선행국과 승계국 간의 공동책임
이 문제되는 것인지는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6, para.59).

598) 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위반행위의 다른 사례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Bijelić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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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결의는 제9조에서 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와 복합적 성격의 행

위를 각각 나누어 규정하면서 두 경우 모두 “그러한 행위가 국제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기간 전체에 책임이 확장된다”고 규

정하였다.599) 다만 복합적 행위에 관한 IIL 결의 제9조 제2항의 경우 ‘일

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최초 시작된 시점부터’ 전체 기간으로 확장된

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국가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

으로 규정한 반면 지속적 성격의 행위에 관한 제9조 제1항에서는 ‘최초

시작된 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국가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2015년

IIL 보고서는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승계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승계국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승계일 이전의 행위

에 대한 책임은 각 승계 유형의 특별한 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행국 존속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책임의 승계 여부를 구분하는 IIL 결

의의 태도에 입각할 때 선행국이 존속하는 승계유형의 경우 선행국이 책

임을 이행하고 선행국이 소멸한 승계유형의 경우 승계국에 책임이 이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같은 해석 가능성은 “동조의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이 있다(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17, para.62).

599) IIL Resolution Article 9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having a continuing or 
composite character performed or completed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1. When a successor State continues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constituted by an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having a continuing 
character,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uccessor State for the 
breach extends over the entire period during which the act continues and 
remains not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2. When a successor State completes a series of actions or omissions initiated 
by the predecessor State defined in the aggregate as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uccessor State 
for the breach extends over the entire period starting with the first of the 
actions or omissions of the series and lasts for as long as these actions or 
omissions are repeated and remain not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3.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predecessor State if it continues to exist. (밑줄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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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은 선행국 존속시 선행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IIL 결의 제9조 제3항을 통해서도 유추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은 책임승계에 관한 ILC의 조약화작업 결과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 성격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적용시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기

책임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동 조항의 내용을 굳이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

에 관한 일반규칙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

승계가 국가책임법상의 귀속성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6조 제1항에 대한 주석으로 포함하여도 충분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선행국 영토단위의 행위 책임

선행국이 존재하는 승계유형의 경우 선행국이 유책국으로서 책임을 이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국 영토단위의 책임에 관련되거나 영토관

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행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승계될 수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에 관한 내용은 일반규칙에 관한 초안규정

제6조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승계 유형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우선 선행국 영토단위조직의 책임을 승계국에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

여 국가책임법 제10조 제2항이 논의의 기초로 제시된다. ILC 특별보고자

는 일단 민족해방단체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이 승계국에 귀속되는지의

문제는 ‘귀속’에 관련되는 것이지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

면서도 국가책임법 제10조 제2항이 분리독립 및 신생독립국의 승계유형

과 관련하여 함의를 가진다고 설명한다.600) 당초 신생국 수립에 성공한

민족해방단체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근거는 민족해방단체와 신

생국 정부 간의 계속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원리가 신생국

의 조직이 된 선행국 조직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는 특히 선행

600)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29, paras.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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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조직과 신생국 조직의 인적구성(personnel)이 동일한 경우 책임승계

의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601) 따라서 ILC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선

행국의 영토단위조직(an organ of a territorial unit)이 추후 승계국의 조

직(organ)이 되는 경우 책임이 이전 또는 인수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결적 논의로서 국가책임법 제10조 제2항에 기초하여 성공한 민족해

방단체에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수립 이전에 민족해방단체를

구속하던 의무가 동일하게 신생국에게도 구속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따

라서 관습국제법을 위반한 경우나 자동승계가 적용되는 조약상의 의무위

반에 대해서만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602) 유럽인권재판소는

실제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사건에서 이 같은 측면에 기초

하여 세르비아의 책임이 몬테네그로에 승계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603)

ILC는 국가책임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을 신정부와의 계속성이 분

명히 인정되는 성공한 민족해방단체의 행위에 한정하였으며 국가승계시

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승계의

맥락에서도 동 원칙을 적용하였다.

위법행위의 행위자가 선행국을 구성하는 실체(entities)였으며 이후 승

계국으로 독립하게 된 경우 책임이 승계된다는 점은 IIL 결의에도 대동

소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가령 연방의 구성체(federated entities)나 자치

단체(autonomous communities) 형태로 존재하다가 추후 독립하거나 다

른 국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604) 이러한 예외는 해당 실체가

선행국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치성(autonomy)을 발휘하고 있어 선행

국의 중앙정부가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를 상정한

60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p.29-30, 
paras.111-112; Four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by Mr. Roberto Ago, 
Doc. A/CN.4/264 and Add.1, in ILC Yearbook 1972, Vol.II, pp.131-132, 
para.159.

60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32, para.119. 
특별보고자는 자동적 승계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로서 인권조약상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 제26호를 소개하고 있다(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2, para.120).

603)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32, para.121.
604) IIL Yearbook 2015, p.536, par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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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Lighthouses 중재사건 Claim No.4에서 그리스로의 책임승계가

인정되었던 것은 크레타 지역에 대한 양허내용의 책임자인 자치국으로서

또는 오토만 제국의 영토적 일부(a territorial subdivision)로서 오토만

제국이 체결한 양허의 구속을 받고 있던 크레타 정부가 그리스 선박에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양허에 명시적으로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605)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정부

는 그 구성 실체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행위나 이익공유의

측면에서 구성체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를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

에 예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IIL 결의는 선

행국을 구성하던 실체가 추후 승계국의 구성 실체가 된 경우에만 선행국

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606) 이 같은 사실은

승계국이 소멸해버린 해체의 경우에도 의무승계의 판단요소로서 제시되

고 있다.607)

(3) 영토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책임

위법행위 또는 결과와 승계국 영토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

우에도 책임승계가 인정된다.608) 이 또한 일반규칙에 관한 초안규정 제6

조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승계 유형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ILC에서 상정하고 있는 영토관련 상황은 일견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이제는 승계국의 영토가 된 영역 내에서 자행된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609) 다만 유사 주장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영토관련성에 관한

605)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90.

606) IIL Resolution, Article 11 para.3; Article 12 para.3.
607) IIL Resolution, Article 15 para.3.
608)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7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해체의 경우에는 

피해국과 승계국(들) 간 협의 시 영토적 관련성(a territorial link)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60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27-28, 
paras.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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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자의 시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겠다.

Dumberry는 가령 영토체제상의 의무 위반과 같이 오직 문제된 영토

에 특별히 관련되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의무만이 승계된다는 입장이

다.610) 단지 승계국 영토에서 위법행위가 자행되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

임이 자동적으로 승계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국제적 국경이나 국경조

약으로 설정된 객관적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안정성에 관련

된다는 측면에서 선행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영토체제에 관련되는 한 그

위반책임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611)

IIL은 ILC와 달리 영토적 관련성에 더하여 주민과의 관련성도 예외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승계유형 중 국가가 분리된 경우에

한정하여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와 영토 및 주민 간의 직접

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권리가 이전된다는 시각이

다.612) IIL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승계의 문제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권

리 의무의 승계만을 중시할 뿐 유책국이나 피해국의 자질(quality)을 따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613) 중요한 것은 권

리의무의 승계를 통하여 위법행위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유

책국 또는 피해국의 지위를 승계하여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으로 이해된다. 이는 위법행위의 결과가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IIL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논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IIL이 영토와 위법행위의 결과 간 직접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이

610) Patrick Dumberry, “Is a New State Responsible for Obligations Arising from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mmitted before Its Independence in the 
Context of Secession”, Canadian Y.I.L. (2005), Vol.419, p.450; Dumberry, 
supra note 3, p.289.

611) Ibid.
612) IIL Yearbook 2015, pp.535-536, paras.57-62. See IIL Resolution Article 11 

para.2, Article 12 para.2, Article 16 para.2. 가령 결의 제11조에 따르면 영토일부
의 이전 시 책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위법행위의 결과와 이
전된 영토 또는 주민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승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일부의 분리독립이나 신생독립국의 경우에도 다름 아
니다(IIL Resolution, Article 12 paras. 2-4 and Article 16 paras. 1&2).

613) IIL Yearbook 2015, p.536, par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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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영토체제에서 기인하는 의무위반이나 해당 영토에서 필수적으로 수

행되어야 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 등과 같이 위반행위의 핵심적 요소가

영토에 관계되는 경우 영토상의 이익이나 영토에 대한 부담이라는 측면

에서 특별한 취급이 인정되기 때문이다.614) 그러한 예로서 특정지역에

이익을 주는 작업이나 특정 영토 내에서의 통행권, 특정수역에서의 어업

권 등이 제시된다.615) 실제 Gabčíkovo-Nagymaros 사건616)에서 슬로바

키아가 선행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

수하였던 이유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체결하였던 1977년 프로젝

트의 관련 지역이 슬로바키아에 위치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617) 한편

주민과 위법행위의 결과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

하는 이유는 영토적 권리라는 것이 대개 해당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는 측면도 있지만 인권이나 소수자 권리의 위반이 관계되는 사건의 경

우 특정의 주민들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618) 위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주민들이 승계국의 주민

이 되는 경우라면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규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다.619) 생각건대 이는 자

국 거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존속하는 선행국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IIL의 기본적인 입장

임을 감안할 때 IIL 결의가 특히 ‘권리’의 측면에서 영토적 관련성을 규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승계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시각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IL의 2015년 최

종보고서에서 주민과 위법행위 결과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이유로서

인권이나 소수자 권리의 위반이 관련되는 경우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620)

614) Ibid.
615) IIL Yearbook 2015, p.536, para.61.
616)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617) IIL Yearbook 2015, pp.535-536, para.59.
618) IIL Yearbook 2015, p.536, para.62.
619) IIL Yearbook 2015, p.536, para.62.
620) IIL Yearbook 2015, p.536, par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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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승계국으로 이전되어 유책국을 상대로 추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ILC 특별보고자는 이

같은 IIL의 접근방식이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얻고 있지만 그에

관련되는 실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21)

ILC 특별보고자는 분열된 영토의 크기나 어떠한 행위가 승계국 영토

내에서 행해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영토와 위법행위 사이의 ‘관련성’

이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622) 또한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

초안은 선행국의 위법행위 및 결과와 승계국 영토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의무’가 선행국 및 승계국(들)에 의해 인수된

다(are assumed by)623)거나 직접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승계국이 합의하

는 경우 ‘의무’가 이전될 수 있다(may transfer)고 규정하고 있다.624) 생

각건대 Dumberry보다는 영토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권리의 자

동승계라는 측면을 강조한 IIL과 달리 ILC는 국가들의 의무 인수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ILC가 IIL과 달리 주민과의 관련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

이 간과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협

약 제11조 내지 제12조 성안과정상의 논의는 참조를 요한다. 1978년 협

약 상 다른 영토체제에 관한 제12조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영토에 거주하

는 주민들(inhabitants)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네덜란드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625) 그

62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27, para.101. 승계
국이 영토국으로서 책임을 승계한 사례로 1830년 네덜란드에서 분리독립한 벨기에의 
의무승계 사례가 확인되며, 국가해체의 유형에 관련되었던 Gabčíkovo-Nagymaros 사
건이 선행국이 존재하는 승계 유형에 대해서도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되고 있다
(Ibid., p.28, para.102).

62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bid., p.27, para.98.
623)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7조(분리독립) 제3항 및 제9조(영토일부이전) 제3항.
624)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8조(신생독립국) 제2항.
625) A note verbale of Netherlands, 9 April 197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annex I in ILC Report 1974, Doc. 
A/9610/Rev.1, in ILC Yearbook 1974, Vol.II, Part One, p.319, para.19; ILC 제
24차 회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Mr. Tammes (1287th meeting, in ILC Yearbook 
1974, Vol.I, p.209, paras.33-35), Mr. Ramangasoavina (1288th meeting, in 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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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규정이 타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입장

이었다. 영토에 관련되는(pertaining to) 권리와 의무는 항상 주민들의 이

익을 위하여 수립되는 것인데 그에 관한 규정은 자칫 범위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626) 1978년 협약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관한 주석

에는 영토에 관련되는 권리가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더

라도 주민에 관련되는 명시적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자칫 국제법상 개

인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를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

적절하다고 설시되었다.627) 생각건대 이 같은 시각이 ILC 내에서 유지되

고 있다면 영토관련성만을 규정한 것이 주민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

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선입견 제공을 방지하

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가로 강조할 사항은 ILC의 작업계획상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19년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영토주권국 또는 해당 주민의

권리라는 측면이 추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편 특별보고

자는 영토적 관련성이 승계의 자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책임

의 승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 요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628)

Yearbook 1974, Vol.I, p.209, para.50), Mr. Tabibi (1289th meeting, in ILC 
Yearbook 1974, Vol.I, pp.221-222, para.31)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으나, Mr. 
Bilge (1289th meeting, in ILC Yearbook 1974, Vol.I, p.220, para.20)는 명시적으
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Mr. Bilge는 최근 인권에 관한 조약을 전세계로 확장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것은 (국가승계의 대상이 된) 영토내의 소수자의 권
리를 보호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보호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리고 인권에 관련되는 조약을 1972년 초안 제30조 [최종초안 제12조]에서 규
정하는 예외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러한 경향에 반하는 것이며 해당 조항을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Ibid.).

626) Summary records of the twenty-sixth session, 1296th meeting, 18 July 1974, 
at 3.10p.m., in ILC Yearbook 1974, Vol.I, p.261, para.34.

627) 1978년 협약 제11조 내지 12조에 관한 주석, in ILC Yearbook 1974, Vol.II, Part 
One, p.207, para.48.

628)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28, para.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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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승계유형에 따른 구분

ILC는 국가승계의 유형을 선행국이 계속하여 존속하는 분리독립

(secession)(제7조), 신생독립국(제8조), 영토일부이전의 유형(제9조)629)과

선행국이 소멸한 경우인 국가통합(unification)(제10조)과 해체

(dissolution)(제11조)의 유형630)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국가

통합의 유형을 선행국 유무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여 전체 국가승계의 유

형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 IIL의 구분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분리독

립의 경우 IIL은 sepa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ILC는 secession

와 separation이라는 표현을 병치시키고 있다는 점도 구분이 된다. 아래

에서는 ILC에서 기 체결된 국가승계 관련 협약들과의 맥락적 고려에서

ILC의 분류방식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1. 분리독립

원칙과 예외에 관련되는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6조의 원칙에 입

각할 때 분리독립시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631) 그러

나 책임 불승계에 관한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구제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1) 위법행위를 자행한

선행국의 영토단위조직(an organ of a territorial unit)이 추후 승계국의

조직(organ)이 되는 경우, (2) 위법행위 또는 결과와 승계국 영토간의 직

접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3) 신생국 수립에 성공한 민족해방단체의

행위의 경우 책임이 이전 또는 인수될 수 있다.632)633) 그런데 성공한 민

62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21-39.
630)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39-52.
631) 특별보고자는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분열의 맥락에서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의 책임을 오스트리아가 인수한다고 
규정하였던  the Peace Treaty of Saint-Germain-en-Laye 제177조와 (2) USSR 분
열 이후의 관련 사례들, (3)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분열 이후 세르비아가 책임을 이행하
였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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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해방운동에 관한 예외는 사실상 국가책임법 제10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책임승계의 맥락에서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

각된다. 책임승계 맥락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항은 선행국 영토단위조직

의 행위 및 영토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2. 신생독립국

ILC 특별보고자가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신생독립국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계국이 수락하는 경우나 민

족해방운동의 결과로 신생국 수립에 성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

정된다.634) 그런데 분리독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민족해방운동

63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3, para.123.

Draft article 7 Separation of parts of a State (secession)  
1. Subject to the excep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do not 
pass to the successor State in case of secession of a part or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to form one or more States, if the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2. If particular circumstances so require,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will transfer to the 
successor State when the act was carried out by an organ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predecessor that has later become an organ of the successor State.  
3. If particular circumstances so require,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where there is a direct 
link between the act or its consequences and the territory of the successor 
State or States, are assumed by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State or 
States.  
4. The conduct of a movement, insurrectional or other, which succeeds in 
establishing a new State in part of the territory of a predecessor State or in a 
territory under its administratio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new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밑줄 강조 추가).

  
633) IIL 결의에서는 (1) 위법행위를 자행한 선행국의 자치기구가 추후 승계국의 조직

(organ)이 되는 경우, (2) 위법행위와 영토 또는 주민간의 관련성(link)이 존재하는 경
우, (3) 부당이득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승계가 인정되는 예외사유로 제시되었
다. 특별보고자는 이러한 예외사유가 ILC에서의 논의에서도 고려되어 승계국에 책임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634)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6, para.137.

Draft article 8 Newly independent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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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예외는 사실상 국가책임법의 문제라는 점에서 책임승계의 문제

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첫 번째 예외라고 하겠다.

승계국의 수락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 행위 또는 결과가 승계국 영토

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와 2) 종속되어 있던 피식민 영토가

실질적인 자치권(substantive autonomy)을 가졌던 경우가 특별한 고려사

항으로 제시된다. 즉, 신생독립국이 특별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고려하

여 책임을 수락하는 경우 책임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 승계국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책임의 이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고려사항 중 승계국 영토와 ‘행위 또는 결과’의 관련성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원리와 동일하며 관련사례는 제3장에서 살펴보았

던 Mwandinghi 사건이다. 피식민국 나미비아 영토 내에서 자행된 식민

모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위로 나미비아 국민이 피해를 입었던 상황

에서 존속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피해국 나미비아가 책임을

이행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 즉, 종속되어 있던 피

식민 영토가 실질적인 자치권(substantive autonomy)을 가졌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가령 프랑스와 모로코의 관계와 같은 보호국(international

protectorates)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635) 특별보고자는 보호국이 국제

관계에 관한 대표자로서 피보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상 책

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 피보호국이 책임을 이행해야하는

1. Subject to the excep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do not pass to the 
successor State in case of establishment of a newly independent State.  
2. I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agrees,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may transfer to the 
successor State.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re there is a direct link between the act or its consequences and the 
territory of the successor State and where the former dependent territory had 
substantive autonomy.  
3. The conduct of a national liberation or other movement which succeeds in 
establishing a newly independent State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new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밑줄 강조 추가).

635)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34-35, 
paras.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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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636) 예외적인 경우 선행국 내 독자적

영토단위(autonomous territorial units)의 행위 문제와 동일시할 수 있다

는 것이다.637)

IIL 결의도 대동소이하여 선행국에 의한 위법행위책임이 승계되지 아

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16조 제1항) 신생독립국 영토 또는 주

민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에 따른 권리(제2항)와 국가승계 이전

에 민족자결권에 기초하여 발생한 권리(제4항)는 신생국에 이전되며, 신

생국수립에 성공한 민족해방운동의 행위는 신생독립국의 행위로 간주된

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영토일부의 이전

영토일부이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책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638)

다만 예외적으로 영토적 관련성이 있을 때 책임이 승계국에 의해 인수될

수 있으며 선행국 영토단위의 조직이 추후 승계국의 조직이 된 경우 책

임이 승계될 수 있다.639) 기본적으로 분리독립 및 신생독립국에 적용되

는 원칙 및 예외와 동일하나 다만 민족해방단체에 관한 경우는 예외로

636)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4, para.128.
637)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5, para.129.
638)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7, para.139.
63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9, para.146.

Draft article 9 Transfer of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1. Subject to the excep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do not 
pass to the successor State when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predecessor State 
becomes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successor State.  
2. If particular circumstances so require,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will transfer to the 
successor State when the act was carried out by an organ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predecessor that has later become an organ of the successor State.  
3. If particular circumstances so require,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where there is a direct 
link between the act or its consequences and the territory of the successor 
State or States, are assumed by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State. (밑줄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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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관련사례로는 Lighthouses 중재사건이 있으며,

영토적 관련성으로 인한 책임승계의 경우로 책임이행방안이 금전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관계되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640)

4. 국가통합

앞서 살펴보았던 승계의 유형들 즉, 위법행위를 자행한 선행국이 존속

하는 경우에는 책임관계의 규명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책임승계에 관한 법규칙에 의존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가책임법상의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승계

이후 선행국이 소멸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지속되는 상황

에도 불구하고 책임 이행 주체가 사라지게 되어 문제가 된다. 이에 특별

보고자는 형평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라는 국제법적 목적의 측면에서

IIL과 같은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41)

ILC 특별보고자는 책임승계의 법리가 국가책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전제를 강조하면서도 선행국이 사라

진 경우에는 국가책임에 따른 의무의 승계가 추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

장이다.642) 즉, 선행국이 사라진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서의 불승계 원칙

이 대체되어 승계가 추정된다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무제한적인(unqualified) 혹은 절대적인(absolute) 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승계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그러한 추정이 수정 또는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643)

구체적으로 두 국가가 합쳐져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신생국을 탄생시

킨다는 의미의 통일(unification)의 경우와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에 흡수된다는 의미의 통합(incorporation)의 경우 모두 ‘국가통

640)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38-39, 
paras.142-145.

64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9, paras.147-148.
642)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9, para.148.
643)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9, para.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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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uniting of states)이라는 제하에 포함하여 선행국의 책임이 승계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승계 당사국들 및 피해국이

달리 합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644) 국가통합의 다양한 사례 및 학자

들의 견해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대체로 반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645)

IIL 결의에서도 국가승계 이후 선행국이 소멸하게 되는 승계유형의 경

우에는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국에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IIL의 정책적 기조를 충족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

서 둘 이상의 국가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선행국이 더 이상 존재하

지 아니하는 국가통일의 경우와 관련하여 제13조는 선행국이 국제위법행

위의 주체이든 객체이든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국에 이전된다고 규

정한다.646) 또한 타국에의 통합에 대한 제14조는 통합으로 선행국이 소

멸하게 되는 피통합국의 경우 국제위법행위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국

에 이전된다고 규정한다.647) 둘 이상의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경우 국가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5. 국가해체

국가해체의 경우 책임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의 난관(challenge)이

라고 평가된다.648) 그러나 특별보고자는 1831년 콜롬비아 해체 사례를

644)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5, para.165.

Draft article 10 Uniting of States  
1.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form a new successor State,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ny predecessor State 
pass to the successor State.  
2. When a State is incorporated into another existing State and ceased to exist, 
the obligations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pass to the successor State.  3. Paragraphs 1 and 2 apply unless the States 
concerned, including an injured State, otherwise agree.

645)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4, para.164.
646) IIL Resolution, Article 13.
647) IIL Resolution, Artic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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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한 고전적인 사례는 책임승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국가실행은 오히려 불승계 원칙을 엄격하고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649) 국가해체의 맥락에 불승계원칙을 엄격히 적

용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완전히 배치되지만 이것이 모든 책임의 자동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50) 위법행위에 따른 의무가 승계국에 이

전되는지 여부 및 승계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각의 사건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651)

국가해체에 관한 IIL 결의 제15조는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에 대해 규

정하면서 다만 승계국이 둘 이상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영토나 주민과의

직접적 관련성, 위법행위 기구의 소재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내지 제3항). 선행국이 소멸하여 실질

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임에도 국제

위법행위 책임의 ‘자동적’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ILC는

기본적으로 IIL 결의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해체시 책임의 승계가 추

정된다는 점을 일반원칙으로 하면서도 선행국과 승계국이 체결한 다양한

형태의 협약들에 대한 고려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652) 가령 승계협약

(devolution agreements)이나 청구권협정 등을 존중하되 제3국의 동의

없이는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는 pacta tertiis 원칙이 적용될

648)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5, para.166.
649)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5, paras.166-167.
650)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5, para.167.
65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5, para.167.
652) Draft article 11 Dissolution of State  

1. When a State dissolves and ceases to exist and the parts of its 
territory form two or more successor States,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mmission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pass, subject to an agreement, to one, several or all 
the successor States.
2. Successor States should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injured 
State and among themselves in order to settle the consequences of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They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 territorial link, an equitable proportion and other 
relevant factors. (밑줄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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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653) 당사국들 간 협약이 부재하는 경우 국가들은 신의칙

에 입각하여 협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영토적 관련성이나 형평한 비율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654) 다만 구제의무의 배분에 관한 사

항은 추후 다수국 간 책임분배라는 맥락에서 논의가 진전된 이후에야 명

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655)

제4절 한계: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따른 구분의 부재

I. IIL결의 채택 과정상의 지적과 2차규칙 항변

국가책임법 제2조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건으로 귀속성과 함께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의무

의 연원이나 성격(origin and character)과 관계없이 국가의 국제의무 위

반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2조는 국가책임의 성립과 관련

하여 국제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할 뿐 위반의 대상이 된 의무의 연원이

나 성격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책임승계 논의에 관한 ILC의 입장은 이

같은 국가책임법 제12조의 내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반된 의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지 선행국에 귀속되는

국제의무 위반이 존재하기만 하면 구제의무의 승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승계 유형을 기준으로 구제의무의 이전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책임법은 제40조 내지 제41조, 제48조, 제54조 등에서 위반

653)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p.50-51, 
paras.185-188. 특별보고자는 이처럼 협약(agreements)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당사
자들 간 관련 상황들(relevant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협상(negotiation)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IIL의 접근방식보다 신중한 접근방식(a slightly more cautious 
approach)이라는 입장이다(Ibid., para.187).

654) 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11조 제2항.
655)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51, para.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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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면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위반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한 문제가 이미 IIL의

결의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Dupuy 등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M. Dupuy는 특별보고자와 위원회가 문제된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동티모르 사건에

서 강조되었던 대세적 권리 및 대세적 의무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다양한 의무의 영역들이 고려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UN의 틀 내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인권 및 인민의 권리 분야에

서의 승계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예로 제시하였다.”656)

그러나 IIL 특별보고자는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성격이나 다양한 의무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는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책

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승계에 관한 논의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특별보고자는 문제된 권리나 의

무의 성격에 따른 구분 가능성은 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657)

656) IIL Yearbook 2013, pp.215-216. 원문: “Il souhaite toutefois poser une 
question à caractère préliminaire : celle de savoir dans quelle mesure le 
Rapporteur et la Commission ont pris en compte la nature des obligations et 
droits concernés. Il rappelle notamment l'existence des droits erga omnes 
mis en lumière dans l'affaire du Timor Oriental ainsi que celle des 
obligations erga omnes - et parmi ces dernières, celle des obligations 
impératives. Il se demande également si le domaine concerné par les 
diverses obligations a été pris en considération. Il donne à ce propos 
l'exemple de la problématique, bien connue et ayant déjà donné lieu à des 
débats dans le cadre des Nations Unies, relative à la possibilité d'une 
succession en matière de droits de l'homme et de droits des peuples.”

657) IIL Yearbook 2013, Ibid., p.216. 원문: “Le Rapporteur remercie M. Dupuy 
pour ses remarques et admet que le projet de Résolution ne fait aucune 
distinction ni quant à la nature des droits et des obligations en cause ni 
quant aux domaines concernés par les diverses obligations.Il précise qu'aprés 
avoir réfléchi à la question, il a estimé que celle-ci ne relevait pas de la 
succession d'Etats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mais de cel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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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유형의 규칙이나 권리, 의무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려하였으며,

가령 승계협약(devolution agreement)에 관련되는 규칙이나 자결권을 행

사하는 인민에 대한 위법행위 시 파생되는 권리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였

다고 답변하였다.658)

이어 Ronzitti 또한 대세적 의무에 관한 Dupuy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표하며 “특히 승계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세적 의무 위반이 관계되는

경우 피해국이 선행국과 승계국 간에 체결된 협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승계국에 의해 구제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59)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보고자는 대

세적 의무에 관한 문제는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법의 문제일 뿐

책임승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만을 내놓았다.660) 다만 피해국이

승계 당사국과는 관계없는 제3국인 경우 선행국과 승계국 간 체결한 승

계협약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661) 이러한 특별보고자의 답변 내용은 승계협약을 통한 문제해결

에 관련되는 것일 뿐 위반된 의무의 내용이 대세적 의무에 관계된다 하

여 달리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662)

그러나 과연 위반된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국가책임법의 문제

일 뿐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아니라는 특별보고자의 답변은 적절한 것

de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de manière générale.”  
658) IIL Yearbook 2013, Ibid., p.216. 원문: “Le Rapporteur souligne que le projet 

prend toutefois en considération l'existence des différentes catégories de 
règles, de droits et d'obligations. Il donne l'exemple des accords de 
dévolution à propos desquels l'accent est mis sur leur validité, ce qui montre 
que les règles impératives ont été prises en considération. Par ailleurs, pour 
ce qui concerne les droits découlant d'u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commis contre un peuple bénéficiant du droit de disposer de lui-même, le 
projet de Résolution se réfère à la possibilité que l'Etat successeur crée par 
ce peuple puisse les faire valoir.”

659) IIL Yearbook 2013, Ibid., pp.216-217.
660) IIL Yearbook 2013, Ibid., p.217.
661) IIL Yearbook 2013, Ibid., p.217.
662) 이어 Mr. Ress도 대세적 의무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특별보고자는 계

속하여 동일한 답변을 제시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을 뿐이다(IIL Yearbook 2013, Ibid., pp.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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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물론 그러한 특별보고자의 답변은 IIL 차원에서의 논의에 적용되

는 것이었겠지만,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ILC 특별보고자 Šturma의 2차

보고서까지의 내용을 보건대 ILC에서의 논의내용도 IIL 결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ILC 차원에서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

경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ILC는 책임승계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가

책임법과 국가승계법 논의가 이미 선행되었고,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두

법체계 사이의 간극(gap)을 책임승계의 논의를 통해 메울 수 있을 것이

라고 전제하였다.663) 그런데 국가책임법 성안과정에서 애초에 제기된 바

있었던 국제법상 의무의 구분 또는 침해의 유형에 따른 구분 노력은 결

론적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가책임법이 채택되었다. 국가책

임법상 강행규범이나 대세적 의무를 일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와 구분

하고 전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추궁의 측면에서 차별화를 모색

하기는 하였으나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 만족과 같은 책임의 내용이라

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의무위반의 경우에 비하여 눈에 띄는 차이가 확

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의 성안과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색되어야 타당하지 아니한가?

가령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가중책임이 부과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책임승계의 맥락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논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국가책임법 자체에서 모호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책임승계의 논의와 관련이 된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국가책임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문제의 해결을 회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국가책임법과 책임의 승계 영

역을 구분하려는 특별보고자의 태도는 Bucher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도 확인된다.

Bucher는 민법(civil law)상의 권리이전에 있어서 모든 권리가 이전가

663) ILC Report 2016 (A/71/10), p.410, para.39;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p.7-8, pa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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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법체계에 알려진 예외로서 인적

속성을 지닌 권리의 이전불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664) 그는 앞서

Dupuy가 제기한 의문을 상기시키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한 권리와 의

무가 관계되는 한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665) 또한 그는 결의상 국제법상 이전 불가능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승계의 원칙이 지나치게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666)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특별보고자의 답변은 앞선 물음에 대한 답변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

단하였다.

“이전 불가능한 권리와 의무, 심각한 인권위반에 대한 가설에 대하여 특

별보고자는 결의가 오직 R. Ago에 의해 제시된 2차규칙 즉, 승계국이 이

행해야 할 위법행위의 결과로서의 구제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한다고 답하

였다. 따라서 이전불가능한 권리에 관한 조항은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되며, 그러한 권리유형의 구분은 오직 1차규칙에만 관련이 된다고 하였

다.”667)   

664) IIL Yearbook 2013, p.222. 원문: “[...] en matière de transfert des droits en 
droit civil, tous les droits ne sont pas transférables. Tous les systèmes 
connaissent en effet des exceptions, comme l'illustre la tradition civiliste où 
le transfert des droits attachés à la personne n'est pas possible.”

665) IIL Yearbook 2013, Ibid., p.222. 원문: “M. Bucher est d'avis que l'analogie 
peut être intéressante et permet éventuellement de répondre aux remarques 
de M. Dupuy, dans la mesure où les obligations et droits découlant d'une 
violation grave des droits de l'homme pourraient être considérés comme non 
transférables.”

666) IIL Yearbook 2013, Ibid., p.223.
667) IIL Yearbook 2013, Ibid., p.223. 원문: “Quant au deuxième point relatif aux 

droits et obligations non transférables et l'hypothèse des violations graves 
des droits de l'homme, le Rapporteur rappelle qu'il est question dans le 
projet de résolution uniquement des obligations secondaires, dans le sens 
donné par R. Ago lorsqu'il était rapporteur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sur la responsabilité des Etats, à savoir celui d'une obligation 
de réparer comme conséquence du fait illicite, obligation qui doit 
éventuellement être assurée par l'Etat successeur. Il n'est dès lors par 
nécessaire à son avis d'insérer une disposition sur les droits non 
transférables, ce type de distinction n'étant pertinent que pour les rè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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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발언을 한 Torres Bernárdez는 결의가 2차규칙만을 다룬다는 점

은 이해하지만 모든 2차적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이전 가능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668) 그러나 특별보고자는 모든 2차의무가 이전 가능

하다는 점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669)

결국 특별보고자의 답변은 모두 국가책임법의 기초가 된 2차규칙에 의

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모든 2차의무는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

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모든 2차의무는 동일하며

일률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책임법은 실제

로 2차규칙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생각건대 2001년 국가책임법 채

택 이후에도 상기 두 개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며 상이한 2차의무의

내용은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기준

에 해당한다.

II. 국가책임법 초안상 1, 2차규칙의 혼재

국가책임법이 2차규칙에 관계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책임의 승계문제와

1차규칙의 논의를 구분하였던 IIL 특별보고자의 접근방식은 일각에서 제

기되는 지적 즉, 과연 국가책임법이 온전히 2차규칙에만 관련되어있는가

라는 지적을 상기시킨다. 만약 국가책임법이 2차규칙만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면, 즉 경우에 따라 1차규칙의 문제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면 국가책임법이 2차규칙에만 관계된다는 이유로 1차규칙의 문제를 회피

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 할 것이다.

그 경우 국가책임법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1차의무의 문제

들 중 책임의 승계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고찰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면 단지 1차규칙상의 논의라는 이유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법

초안상의 흠결로 보아 책임승계 논의과정에서 보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주지하다시피 ILC 특별보고자 Šturma는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primaires.”
668) IIL Yearbook 2013, Ibid., p.225.
669) IIL Yearbook 2013, Ibid.,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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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화작업이 국가승계 분야 및 국가책임 분야의 성문화 완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흠결을 보충하게 될 것(fill gaps)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

다.670)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조약화작업이 기 체결된 조약들의 흠결

을 온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기 채택된 국가책임법 초안이 완전무결하

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국가책임의 ‘승계여부’에 국한하

여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국가책임법에 관계되는 문제들 중 국가승계의

맥락에서 보충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특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온전히 2차규칙에만 관계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

문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규정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제1부 제5장의

내용이다.671) 위법성을 배제하는 조건에 관련되는 규칙은 본질적으로 ‘행

위’에 관한 규칙으로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결과’에 관한 국가책임

관련 규칙과는 구분이 된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 내용

중 유책국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려는 측면에 관련되는 부분은 1차규칙

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672) 예컨대 Riphagen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에 관한 규칙이 의무위반과 책임, 책임의 내용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관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673) 의무위

반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위반된 국제의무에 관련

되는 규칙을 압도하는 또 다른 1차규칙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것이다.674)

Quentin-Baxter675)나 Ushakov,676) Schwebel677) 등은 특히 위법성조각

670) Ibid., pp.7-8, para.24.
671) Eric David, “Primary and Secondary Rules”, in Crawford et al.,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supra note 61, p.29.
672) Ibid.
673) Mr. Riphagen, 1538th Meeting held on 24 May 1979, in ILC Yearbook 1979, 

Vol.I, p.34, para.11.
674) Ibid.
675) Mr. Quentin-Baxter, 1540th Meeting held on 28 Mary 1979, in ILC Yearbook 

1979, Vol.I, p.42, paras.21-22.
676) Mr. Ushakov, 1542nd Meeting held on 30 May 1979, in ILC Yearbook 1979, 

Vol.I, p.46, paras.17-18, Ushakov는 “동의”의 기초가 된 당사국 간의 합의
(agreement)가 일반국제법상 의무로부터의 일탈(derogation)을 의미하며, 강행규범이
나 다자조약상의 의무 배제, 특정 관습국제법상의 규칙에 대한 의무 배제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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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들 중 ‘동의’라는 것은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에

서 일탈(derogation)할 수 있도록 하는 1차규칙의 문제일 뿐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678) 그러나 Ago는 합의를 통한 의무

의 배제는 구체적인 행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만 관계되는 것일 뿐 국

제법상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합의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합의를 통해 문제의 규칙이나 의무가 추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의는

단지 특정 상황에서 관련 의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의 규칙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679)

2001년에 채택된 국가책임법 초안 제20조에 관한 주석에는 특정 상황

이나 행위방식에 관한 동의와 의무 자체에 관한 동의가 구분된다는 설명

과 함께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1차규칙상의 의무는

지속되며, 동의는 단지 특정 상황이나 특정 행동의 목적상 일탈을 가능

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시되어 있다.680) 양자조약의 경우 국가들은

언제든 조약의 종료 또는 정지에 동의할 수 있고 그로써 조약상의 의무

가 종료 또는 정지되지만, 제20조에 상정된 동의의 상황은 이 같은 양자

조약의 종료 또는 정지를 야기하는 동의의 상황과는 상이하다.681) 국가

책임법 초안 제20조에 규정된 동의의 상황은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1

차규칙으로부터의 일탈을 공식적으로 허가(authorization)하는 2차규칙에

기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682)

그러나 이러한 ILC의 구분은 국제법이 항상 국가들의 동의에 기초하

여야 한다는 소위 의사주의자들(voluntarists)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측면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이 되는 것은 합의를 통한 배제 또는 일탈의 유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77) Mr. Schwebel, 1542nd Meeting held on 30 May 1979, in ILC Yearbook 1979, 
Vol.I, p.48, para.32.

678) David, supra note 671, pp.29-30.
679) Mr. Ago, 1543rd Meeting held on 31 May 1979, in ILC Yearbook 1979, Vol.I, 

p.50, para.2.
680) ILC Commentaries on Art.20, para.2.
681) Ibid.
682) David, supra note 67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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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683) 생각건대 2차규칙에 해당하는 국가책임법상의 ‘동의’에 포섭

되어 합법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게는 자발적 합의를 통해 기존의 법체계에서 일탈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ILC와 같은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국

가책임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와 국가의 자유로

서 허용된 자발적 합의의 수단으로서의 동의는 구분이 불필요하며 어느

경우이든 동의의 문제는 국가 간 합의로 1차규칙을 설정하는 것에 관계

된다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21조에 규정된 ‘자위’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판이 제

기된다. 자위조치로 인한 행위가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법 혹은 1차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84) 실제 국가

책임법 초안 제21조에 관한 주석에는 “제21조의 자위는 국제법의 한계

내에서 취해진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입장을

반영한다. 이는 UN헌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의미하며 [...] 제21조는

제5장의 목적상 기본적인 원칙만 반영하고 자위의 범위나 적용의 문제는

헌장에 제시된 1차규칙에 남겨둔다”고 설시하고 있다.685) 이로써 ILC는

자위가 국제법상의 1차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단지 “무

력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를 구성한다”는 Ago의 설명686)은 1차규칙상의

의무를 2차규칙으로 전환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다.687)

683) Ibid.
684) Ibid.
685) ILC Commentaries on Art.21, para.6.
686) Report by Mr. Roberto Ago,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on State 

Responsibility, in ILC Yearbook 1963, Vol.II, Doc. A/CN.4/152, p.237. 관련 원
문: “The CHAIRMAN [...] fully agreed that Mr. Tunkin was right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A general right of self-defence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law: but it had to be remembered that, under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example, recourse to force was not normally permitted, 
and accordingly it seemed to him that a special problem of self-defence as 
an excuse for contravening that rule might arise.”

687) David, supra note 671, p.31. 이에 David는 만약 그러한 Ago의 설명만으로 1차규
칙의 내용이 2차규칙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안보리 권한(authorization)에 따른 무력사



- 183 -

국가책임법 초안 제22조는 “행위가 제3부 제2장에 따른 타국에 대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그 국가

에 대한 국제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국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49조 내지 제54조에서 설명하고 있

는 대응조치 관련 내용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2차규

칙의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1차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88)

이처럼 국가책임법이 사실상 온전한 2차규칙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1, 2차규칙이 혼재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발

없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었던 이유는 효율적인 초안 작성작업을 위한

기술적(technical) 고려에 입각한 것이었다.689) 주지하다시피 국가책임법

초안이 2차규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은 Roberto Ago가 특

별보고자를 담당하게 된 이후였다. 그는 외국인의 침해 문제로 인한 국

가책임의 문제에 집중하였던 García Amador와 달리 “국제위법행위로 인

한 국가책임을 규율하는 일반규칙의 정의(definition)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690)는 점을 강조하였고, 1, 2차 규칙의 구분접근방식을 통해 국제사

회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가책임법 초안에 관한 주석에서 Crawford는

만약 ILC가 1, 2차 규칙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부여되는 모든 종

류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끝없는 수렁’에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설명

한다.691)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련되는 규정내용들이 1차규칙의 속성

을 지닌다는 이유로 국가책임법에서 배제되었다면 조약화작업에 대한 국

가들의 관심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692) 무엇보다 분쟁

용이나 공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 또는 해적선 나포,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따른 조약
의 종료 또는 탈퇴 등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88) Ibid., pp.31-32. 대응조치에 관한 규칙이 2차규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위반이 ‘서브 2차’(sub-secondary) 또는 ‘3차’(tertiary)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
지라는 David의 설명은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

689) David, supra note 671, p.27.
690) Report by Mr. Roberto Ago, supra note 686, p.228, para.5.
691) Crawford, ILC Commentaries, supra note 64, p.15. 원문: “Without such a 

distinction, there was the constant danger of trying to do too much, in 
effect, of telling States what kinds of obligations they can have.”

692) David, supra note 671, p.32. 흔히 현실은 엄격한 유형화에 반하며 관련되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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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제도를 통한 책임의 이행은 행위규칙으로서 1차규칙을 의미하지만 1

차규칙의 위반시에만 비로소 그러한 제도가 발동된다는 점에서 2차규칙

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693)

국가책임법이 사실상 1, 2차규칙의 혼재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에서 소위 2차규칙 항변을 통해 1차규칙의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회피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책임승계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1차규칙

의 문제를 살펴보고 조약화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한 측면

에서 Bucher의 지적과 같이 인권침해의 문제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의 문제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국가책임법 초안 제55조와 다양한 특별법체제의 존재

국가책임의 문제에 관한 “특별법”(Lex Specialis)이라는 제목을 가진

국가책임법 초안 제55조는 특별한 체제에 적용되는 별도의 국가책임 규

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694) 다시 말해 위반된 국제의무의 내용에

따라 법체제별로 상이한 분쟁해결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경우에 적

용되는 국가책임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규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일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외국인 개인의 피해가 야

기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통국제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국적국

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법체제에는

이 같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이 직접

상의 복잡한 면면들을 모두 고려해서는 단순한 체계화가 가능치 않다는 것이 David의 
설명이다. 그는 엄격한 유형화가 현실을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현실을 억누
르지는 못한다고 설명한다(Ibid.).

693) David, Ibid., pp.32-33.
694) ARSIWA, 제55조 (특별법)
  본 조항들은 국제위법행위의 존재 요건 또는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이나 이행이 국제법

의 특별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때,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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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국에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도입되어 있다. 개인

의 국제법적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

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투자법체제만 놓고 보더라도 각

체제의 도입 목적이나 보호이익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운용방식

이나 분쟁해결방식 또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의무가

기초된 법체제의 종류나 특성에 관계없이 단지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국가책임법 초안 제12조에 포섭되어 제2조의 국제

위법행위로서 동일한 2차규칙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측면은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그룹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15. [...] 새로운 유형의 특별한 법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기능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각각의 규칙 조합

(rule-complex)이나 “체제”는 그 자신의 원칙이나 전문기술의 형태, 그리

고 다른 특별법의 정신(ethos)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신만의 

정신을 가지고 생겨난다. [...] 새로운 규칙이나 체제가 이전에 일반법에 

의해 제공되던 것에서 일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

16. 그러한 일탈은 법기술적 “실수”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들은 

다양화된 (국제) 사회 내의 행위자들이 상이한 것을 추구하고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 통합을 주장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특별한 문제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실상황 및 이익 또는 가

치의 상이함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수락되기 어려우며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권위적이라고 할 것이다.695) 

IIL결의 채택을 위한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사법(私法)전문가(privatist)

Basedow는 “몇 차례나 언급이 되었지만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국가승계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해하

695)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alized 
by Martti Koskenniemi,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UN Doc. 
A/CN.4/L.682, 13 April 2006, pp.14-15, para.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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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696)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의문은 Bucher의 발언에서

도 확인되는데, Bucher는 우선 특별보고자가 제안한 책임승계에 관한 규

정초안 제1조의 용어정의에 ‘국제위법행위’와 ‘권리와 의무’의 정의가 포

함되지 아니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697)

“M. Bucher는 ‘국가의 국제의무’ 또는 ‘국제위법행위’라는 개념이 사법학

자들에게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제의무’라는 용어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법계약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사용되므로 ‘국

제법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 사법학

자의 관점에서 ‘국제위법행위’라는 표현은 민법상의 책임이나 형법상의 

책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투자계약을 포함한 국가 계약 위반에 대한 책

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M. Bucher는 이 같은 점이 공법학자들

(publicists)에게는 미미한(marginal) 것일 수도 있으나 사법학자의 입장에

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

여 국제법상 이전되지 아니하는 권리와 의무를 초안에 포함시키고 승계

의 원칙이 지나치게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698)

다시 말해 국제공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

가책임법 초안상의 ‘국제위법행위’나 ‘국제의무’라는 용어에 대해 소위 사

법학자라고 하는 Basedow와 Bucher는 용어상의 혼동을 느끼는 것이다.

696) IIL Yearbook 2013, p.219.
697) IIL Yearbook 2013, p.222.
698) IIL Yearbook 2013, pp.223. 원문: “Il souligne que les notions d'"obligation 

internationale de l'Etat" ou de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sont peu claires 
pour un privatiste. D'une part, l'expression "obligation internationale" est 
également utilisée lorsque l'Etat est lié par un contrat de droit privé qui a 
une portée internationale; il serait donc plus opportun de parler d'"obligation 
de droit international". D'autre part, l'expressio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dans la perspective d'un privatiste, peut viser une responsabilité 
civile ou délictuelle, mais également une responsabilité découlant de la 
violation d'un contrat d'Etat comme en matière d'investissements. M. Bucher 
remarque que si ce domaine peut sembler marginal aux publicistes, il mérite 
néanmoins d'être clarifié pour les privatistes et suggère d'ajouter au projet 
l'hypothèse des droits et obligations non transférables en vertu du droit 
international afin que le principe de la succession ne soit pas trop abs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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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특별보고자는 용어정

의에 관한 Bucher의 지적에 놀라움을 표하며 Bucher가 제시한 용어들은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가책임법 초안을 통해 잘 확립되어 있

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정의는 국가책임법에서 확인

되는 것으로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699) 또한 비록 공

법학자와 사법학자 간 용어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지만 ‘국제의무’는 전

통적으로 국제법규칙으로 인한 의무를 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더 이상의 부연설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700)

용어 사용에 관한 Bucher의 지적은 특별보고자의 답변과 같이 어쩌면

국제공법 분야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의 수정이나 부연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 같은 Bucher의 지적을 단순히 공법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 무방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 사용의 차이는 보다 근

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공법과 사법 영역에서의 개념 혹은 관념

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책임 성립의 기초가 되는 국제위법행위의 객관적 요

건 즉, 국제의무 위반을 논할 때 위반의 대상이 되는 국제의무의 실체

699) IIL Yearbook 2013, p.224. 원문: “Le Rapporteur s'étonne des remarques 
relatives à l'article 1, dans la mesure où il pensait que cet article allait être 
le moins controversé, dès lors qu'il y a repris exactement les mêmes 
définitions que celles, bien établies, contenues dans la Convention de Vienne 
sur la succession d'Etats, les articles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sur la succession en matière de nationalité et les articles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sur la responsabilité des Etats. La définition 
nontamment du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est celle qui se retrouve dans 
les articles sur la responsabilité des Etats et il ne lui a par paru opportun 
de la modifies.”

700) IIL Yearbook 2013, p.224. 원문: “Le Rapporteur observe enfin que, même 
s'il comprend qu'il y ait des différences entre les langages publiciste et 
privatiste, l'expression "obligation internationale" vise traditionnellement 
l'obligation qui découle d'une règle du droit international. Il ne considère pas 
qu'il soit indispensable d'ajouter une clarification à cet égard mais il reste 
ouvert à une proposition dans ce 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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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matter)는 망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2001년 국가책임

법은 다양한 국제의무 위반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외국인 대우를 비롯한

특정 주제상의 의무 위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책임의 성립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도입하는 방식에 기

초하였다. 다시 말해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은 책임에 관련되는 일반원

칙을 정의한 것으로 위반된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에

관계되는 1차규칙 문제와의 존재 평면을 구분지음으로써 다분히 골격적

인 형상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책임법 초안의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권위 있는 국제사법판정

과 국가실행에 기초한 논의를 선호하는 영미법계의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국가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행의 분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들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의 시각에 입각한 도그마적 접근방식이

필요해졌고 탈식민 이후 UN 회원국의 증가 및 영미식 접근방식에 반발

하였던 남미국가들의 정치력이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2001년 국가책임

법 초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01) 이는 이론과 실

제의 괴리에 관한 비판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702) 문제는 2001년 국가

책임법 초안 채택 이후에도 국가책임의 해결 양상이 여전히 영미적 접근

방식과 ILC에 기초된 대륙적 접근방식의 공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701) Shabtai Rosenne,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Part 1, Articles 1-3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p.3; Robert Rosenstock, “An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States?” 
in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 views from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Le droit international a l'aube du XXIe siecle : reflexions de codificateurs, 
New York: United Nations (1997), pp.268-271; Alan Nissel, “The Duality of 
State Responsibility”,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2013), Vol.44, 
pp.813-814, 837. 남미계 인사들은 García Amador의 성문화 노력이 “전통적인” 영미
법계의 접근방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심지어 UN총회에서도 García 
Amador의 하버드 로스쿨 방문 및 그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비판하였다(Nissel, Ibid., 
pp.830-831). 

702) Observations and comments of Governments on Chapters I, II and III of 
Part I of the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Doc. A/CN.4/SER.A/1980/Add.1, in ILC Yearbook 1982, Vol.II, 
Part One,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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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외국인 대우의 문제나 투자분쟁, 상사분쟁의 분야에서는 일

반적으로 양자협약에 기초한 중재의 해결방식이 활용되고 있고, 이는 영

미식 접근방식의 선호 현상을 확인시켜 준다.703)

이 같은 측면은 단지 골격적인 해결책만을 담고 있는 2001년 국가책임

법 초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가책임의 승계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국가책임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반된

의무의 실질(subject-matter)은 단일하지 아니하며 각 의무 분야에 관련

되는 국제법적 발전 현황 또한 상이하다. 관련 실행이 이미 관습국제법

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있는 법(lex lata)의 측면에서 접근가능한 의무영

역이 존재하는가 하면 제2차 대전 이후 새로이 규율되기 시작하여 있어

야 할 법(lex ferenda)의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해결가능한 국제의무영역

도 존재한다.704) 그럼에도 모든 법체계에서의 의무 위반을 공히 국제의

무위반이라고 보아 동일한 2차규칙상의 국가책임을 야기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시 말해 위반된 의무의 내용을 구분함이 없

이 모든 국가책임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승계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703) Nissel, supra note 701, pp.845-854.
704) 외국인 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이미 1794년 미국과 영국 간의 Jay Treaty를 계

기로 국가 간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으며, 19세기부터 각국 정부는 해외 소재 자국민
의 보호를 국제법상의 문제로 간주하였다(정인섭, supra note 22, 862면). 1840년 이
후 19세기 말까지 외국인 피해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약 60여개의 혼성청구
위원회(Mixed Claims Commission)가 설치된 바 있다(Ibid.). 반면 국제평화의 유지와 
같은 국제질서의 보존 노력에 관계되는 의무의 문제는 국가실행보다는 양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법규범으로 승화한 
결과이다(同旨 Rosenstock, supra note 701, pp.267, 269-271). Rosenstock은 
1996년 국가책임법 초안 제19조의 기초가 되었던 국가범죄의 개념이 냉전 종식 및 아
파르트헤이트, 탈식민 시기를 거친 후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논리가 아닌 열정과 선동선전(agitation propaganda)에 기초하여 도입된 개
념이라고 설명한다. 애초에 위법행위를 구분하고자 하였던 관념은 García Amado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던 것이며, 만약 냉전이나 아파르트헤이트, 탈식민 등 시대적 이슈
에 영합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던 기회주의들이 부재하였다면 그러한 구분은 
García Amador가 제안하였던 구분방식이 위원회 내에서 거부되었던 것처럼 사라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Ibid., p.269). 평화의 유지에 관계되는 국제법규칙은 제2차 대전 이
후 UN의 기치 하에 무력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이후의 국제법적 현상과 맞물려 나
타난 결과물인 것이다(ILC Yearbook 1976, Vol.II, Part Two, p.97, par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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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의 승계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조약화작업에 있어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이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터키의 지적

도705) 이 같은 의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UN총회의 2017년 제6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적인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는 승계국이 선행국의 의무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국제위법행위를 분류하는 것

이라고 하였던 벨라루스의 견해를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706)

IV. 소결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는 국가책임법과 국가승계법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국가승계의 법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국가책임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책임은 국제의무위반의 존재 및 국가귀속성이라는 요건을 모

두 충족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 국

가귀속성 뿐 아니라 국제의무위반의 내용을 살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관

계가 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국가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주장되

었던 가장 큰 원인은 국제불법행위가 지닌 행위의 일신전속성이었다. 다

시 말해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신전속성을 부정하기 어

려운 국제불법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야말로 국가책임의 승계 가능성과 관

련하여 특별한 고찰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단지 국가승계의

유형만 살펴보아서는 책임승계의 문제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만약 오늘날의 국가실행에서 국제의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국가책임이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책임불승계 원칙이 국가들

의 실행을 통해 대체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승계 이후 승계되는 책임은 위반된 국제의무가 사

705) Turkish delegation Mr. Şen, in UNGA Sixth Committee, Summary record of 
the 26th meeting, p.14, para.102.

706) Belarusian delegation Mr. Varankov, in UNGA Sixth Committee, Summary 
record of the 26th meeting, p.11, par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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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 침해 문제에 관련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7

년 1차 보고서 제출 당시 ILC 특별보고자는 “지난 20년 간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관점이 진화하였으며 불승계 원칙에 대한 비판적이고 유연

한(nuanced) 시각을 통해 경우에 따라 국가책임도 승계가 가능하다는 측

면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707)고 하였다. 또한 불승계 원칙의 엄격한 적

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일반원칙으로서의 승계 규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구제의 의무와 같은 특정의 의

무가 승계국에 이전될 수 있음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708) 그

리하여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ILC의 조약

화 작업에 있어 상황에 따라 상이한 해결책을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

을 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709) 생각건대 유연한 접근방

식을 통해 국가책임이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는

위반된 국제의무의 내용을 규명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럼

에도 ILC는 국가책임이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명함에 있어 국가

승계의 유형과 같은 형식적 지표만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위반된

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책임의 귀속성과 구제청구의 가능성을 분리하는 ILC의 「책임

승계에 관한 초안규정」 제6조 제4항의 규정방식은 피해자구제라는 대원

칙 하에서 국가책임의 법리를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승계국은 책

임의 귀속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구제라는 목적상 책임이

행 주체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구제라는

대원칙은 책임승계의 대상에 포섭되어서는 아니 될 의무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승계국의 책임이행이 추정되도록 하여 책임불승계 주장의 대표

적 근거인 일신전속성 논란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면서 결론적으로 책임의

승계라는 효과를 구현해내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구제의 문제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적 접근의 문제는 존재의 평면이 상이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707)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0, para.33.
70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1, para.34.
709)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1, para.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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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ILC가 추구하는 것이 국가책임의 문제에 관한 국가승계의 법

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가승계 이후 발생되는 피해자

의 구제를 위한 것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후자가 목적이라면

오스트리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승계시 국가책임의 문제”(State

responsibility problems in cases of succession of States)와 같이 ILC의

작업 타이틀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10) 만약 국제적 논의를 통

해 국가책임 분야에 있어 국가승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원칙을 구축하

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치한 이론적, 정책적 논리전개를 통해 법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책임의 승계문제에 관한 ILC의 작업방식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되는 오늘날의 국가실행과 사법기구의 태도

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모든 국제의무 위반으로 인

한 국가책임이 승계의 대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책임승계에 관한 일

반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ILC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ILC의 조

약화작업은 있는 법(lex lata)에 대한 성문화 작업과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에 대한 점진적 발전의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실행을 바탕으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있어

야 할 법(lex ferenda)을 법전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부정적인 국제법

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국가책임이 승계의 대상인 것인지, 만약 그렇

다면 모든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승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국제사회의 실행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

다.

710) Austrian delegation Ms. Kalb, in UNGA Sixth Committee, Summary record 
of the 25th meeting, p.7, para.45. 오스트리아 대표는 특별보고자 조차 책임의 승계
에 관한 일반원칙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시한 상황에서 선행국에 의한 국제위법
행위 책임이 승계국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을 
ILC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유감’(unfortunate)을 표명하며 “국가승계시의 
국가책임 문제”라는 제목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 193 -

제5장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이분법적

접근법

제1절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따른 구분접근의 필요성

국가실행이나 사법기구의 판단 결과를 통해 승계국에 이전되는 국가책

임의 내용이 모든 국제의무의 위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기 체결된 IIL 결의나 현재 조약화가 진행중인 ILC에서의 논의

방향은 위반된 국제의무의 성격에 대한 구분 없이 국가승계의 유형에 경

도되어 있다. 생각건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문제가 국가승계법과 국

가책임법의 교차지점에 위치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책임승계에 관한

논의 결과는 국가책임법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국가승계법상의 주요 원칙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된 의무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 전통적 국가승계의 법리와 충돌하게 될 소지가 있다. 첫째, 국가승

계의 법리가 선행국과 승계국 간 형평한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측

면을 감안할 때 국제의무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는 형평의 실현이 어

려워진다. 둘째, 불법행위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전통적인 국가승계

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책임 중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의 범위에 포섭

되는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승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요구

된다. 이에 대한 범위설정의 문제는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한 분

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위반된 의무의 성격에 대한 구분고찰의 필요성이

라는 측면에서 형평의 원칙과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확인되는 승계불가능

한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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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형평의 실현

1. 서설

ILC의 「책임승계에 관한 초안규정」 제6조 제4항은 국제위법행위의

책임이 선행국에 귀속된다는 점과 별개로 승계국(들)에 구제가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책임이 여전히

선행국에 귀속되므로 승계국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

어야 하며, 승계국이 이행할 수 있는 구제의 유형에 국한하여 구제 청구

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711) 이에 위반된 의무의 성격

과 위반의 특별한 상황, 승계의 유형 등 모든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의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다.712) 또한 이 같은 구

제청구의 필요성은 특별한 승계유형 즉, 국가승계 이후 선행국이 소멸한

경우에 더욱 긴요해지며, 국가승계로 선행국 소멸시 불승계 원칙이 승계

추정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특별보고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특별보

고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47. [...] 유책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 위법행위로 인한 결

과는 지속된다. 그러한 상황에 불승계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

떠한 국가도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될 것임

을 의미한다. 그러한 해결방식은 분쟁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추

구하는 국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48. 이것이 초안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구분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

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승계는 국가승계일 이전에 자행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귀속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

른 한편, 행위의 법적 결과(즉, 구제 의무)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하

여 불승계의 일반원칙은 국가책임으로 인한 의무와 관련하여 승계가 

711)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14, para.50.
7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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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 

승계는 아니다. 그러한 의무의 이전에 대한 추정은 필요시 의무의 분배

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제 합의를 통해 확정되거나 반박, 수정될 수 있

기 때문이다.713) (밑줄 강조 추가).

다시 말해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유책국은 여전히 선행국이며, 그러한 사

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승계국에 책임 이행의 의무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14)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위법행위의 귀속성과 국가책임에 대한 구제청

구의 가능성을 분리하는 ILC의 「책임승계에 관한 초안규정」 제6조 제

4항의 규정방식은 피해자구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국가책임의 법리를 회

피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별보고자는 분쟁의 ‘형평’하고 ‘합리적’ 해결

이라는 ‘국제법의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책임 불승계 원칙이 승계 추정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하며,715) 선행국 소멸시 불승계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 ‘정의’라는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716)

생각건대 이 같은 특별보고자의 설명은 책임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형평’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평의 원칙은

국가승계로 야기되는 제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어

왔다.717) 형평의 원칙은 1983년 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 원칙 중 하

713)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9, paras.147-148.
714)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이 특별보고자가 제안한 책임승계에 관한 초안규정 제6조에는 명

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반원칙이라는 제하의 제6조는 단지 선행국이 존재
하는 경우 국가승계 이후에도 선행국에 책임추궁 및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6조 제2항). 물론 선행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침해에 대해 다른 조항들의 조건에 따라 승계국(들)에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
하고 있기는 하지만(책임승계에 관한 규정초안 제6조 제4항) 이 같은 규정 내용은 국가
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전통적 관념에 수긍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가승계의 법리 
밖에서 구제를 모색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715)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39, para.147.
716)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45, para.167.
717) O’Connell, Daniel Patrick, The Law of State Succession  [이하 “O’Connell 

(195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p.268; 이근관, “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999), 216-217면; Degan은 국가
승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형평한 해결(an equitable solution)에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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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소개된 바 있으며718)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2015년 국제법

학회 결의와 ILC의 조약화 작업 과정에서도 형평과 형평한 배분이 강조

되고 있다. 이에 1983년 협약에서 확인되는 형평의 원칙의 내용을 확인

하고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맥락에서 형평의 원칙을 구현 및 실현하기 위

해 필요한 고려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1983년 협약상 형평의 원칙

국제법상 형평의 개념은 자연법에 기초를 둔 ‘정의’ 관념을 포함하며

흔히 형평, 자연법, 정의라는 용어는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719) 1983년

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확인되는 ILC의 입장은 형평 자체에 주된 역할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720) 국가승계시 재산의 이전에 관한 규칙

내에 형평의 원칙이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형평의 원칙은 이전되는 국

가재산과 영토 간의 관련성(linkage)이라는 측면에서 ‘합리

성’(reasonableness)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균형적 또는 교정적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721) 재산분배의 결정적 기준은 선행국의 동산(movable

property)과 이전되는 영토에서 이루어진 선행국의 활동 간의 관련성

(connection)이며, 형평은 재산의 이전에 관한 일반원칙에 균형 또는 교

정의 역할을 수행한다.722) 즉, 일반원칙이 별도로 존재하나 형평의 원칙

은 그러한 원칙의 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종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723)

한다고 설명한다(Degan, supra note 19, p.207). Also see 신성수, “영역주권의 변경
에 따른 국가승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260면; 이규
창,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통일연구원, 2016), 116-117면.

718)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A/CN.4/SER.A/1981/Add.1 (Part 2), 
pp.19-20.

719) Malanczuk, supra note 56, p.55.
720)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19, para.76.
721) Ibid.
722) Czaplinski, supra note 19, p.63.
723) 이 같은 시각은 형평의 개념을 법적 정의(legal justice)의 영역에 투영하면서 형평의 

교정적 역할을 강조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



- 197 -

1983년 협약 상 형평의 원칙은 특정 승계유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승계유형별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재산이나 부채,

국가문서의 분배에 관한 규칙에 일부 형평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이

반영된 것이다. 가령 이전되는 영토 내 선행국의 활동과 관련되지 아니

한 국가재산의 이전이나 국가승계의 대상이 된 영토 밖에 소재하는 부동

산의 이전, 부채나 문서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분리독립이나 해체, 영

토일부의 이전 등의 맥락에서 형평의 적용이 요구된다.724) 이전의 대상

이 된 영토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산이 승계의 대상이 되어서

도 아니 될 것이며, 영토 밖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승계

의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한

조정이 필요해지는 것이다.725) 이에 분리독립726)이나 해체727)시 재산의

승계, 영토일부이전이나 분리독립, 해체 시 국가부채의 처리문제728), 그

리고 해체 시 문서의 처리문제와729) 관련하여 형평의 원칙이 도입되었

다. 각 조항들은 형평한 비율(equitable proportions)이나 형평한 배상

(equitable compensation), 형평한 방식(equitable manner) 등 다양한 표

현을 사용하여 형평의 기능을 강조한다.730)731)

레스는 모든 법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전제하면서도 법의 일반적 적용이 부정의
(injustice)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형평이 교정(rectification)의 역할을 한다고 보
았다(Christopher R. Rossi, Equity and International Law: A Legal Realist 
Approach to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Transnational Pulbishers Inc. 
(1993), p.23);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정법의 적용 결과에 대한 교정을 통해 더 나은 정의
의 실현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이기범, “국제법상 ‘형평’(Equity) 개념에 
대한 ‘실증주의적’ 고찰”, 國際法學會論叢 第59卷 第1號 (通卷 第132號), 93면).

724)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19, para.77.
725)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29, para.8.
726) 1983년 협약 제17조.
727) 1983년 협약 제18조.
728) 1983년 협약 제37조, 제40조, 제41조.
729) 1983년 협약 제31조 제2항. Czaplinski는 국가문서와 관련해서는 형평의 요소가 반

영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는 국가문서가 지닌 경제적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
석한다(Czaplinski, supra note 19, p.62). 그러나 국가문서의 경우에도 영토관련성이 
없는 문서와 관련하여 형평한 방식으로(in an equitable manner) 문서를 이전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1983년 협약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2항). 

730)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주관적 정의를 법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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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가 상정하는 형평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732)과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733) 판결 결과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734)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형평과 형평의 원칙을 구분하였으며, 형평의 원칙이란 “정의와 신의칙의

매우 일반적인 인식”에 기초한 “실질적인 법규칙”(actual rules of law)이

며 추상적 정의(abstract justice)의 문제로서 단순히 형평을 적용하는 것

이며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Sir Robert Y. 
Jennings, “The Judicial Function and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Le Droit international à l'heure de sa codification : études en 
l'honneur de Roberto Ago = Il diritto internazionale al tempo della sua 
codificazione : studi in onore de Roberto Ago =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its codification : essays in honour of Roberto Ago, v.3, Milano : Giuffrè 
(1987), p.144; L.D.M. Nelson, “The Roles of Equity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A.J.I.L. (1990), Vol.84, p.853) ILC는 형평의 원칙이 국제법
상 독자적인 법원을 구성한다는 입장이다(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p.19-20, para.82). 국가승계의 맥락에서 도입된 형평의 기준은 ICJ규정 제38조 제2
항 상의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른 판단 가능성과는 명시적으로 구분된다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20, para.85). 주지하듯 ICJ규정 제38조 제
2항은 국가들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ICJ가 형평과 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
한 것으로 법 밖의 행위(an extra-judicial activity)에 이르는 독립적 형평
(independent equity) 즉, 법 상충적 형평(equity contra legem)과 동일한 법개념
(jurisconsult)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eparate Opinion of Judge Fouad 
Ammoun i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p.139, para.37).

731) 1983년 협약상 형평의 원칙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 Sette Câmara는 형평의 원칙에 관한 국가들의 불신(mistrust)이 존재함을 지적하
고 ICJ 규정 제38조 제2항의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이 사용되지 아니한 이유를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하였다(ILC Yearbook 1976, Vol.I, A/CN.4/SER.A/1976, 
p.171, para.28). Francis Vallat 경은 형평이 유동적(mobile)이고 정치적 속성을 가지
고 있어 한 국가에게 형평한 것이 다른 국가에게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ILC Yearbook 1978, Vol.I, A/CN.4/SER.A/1978, p.157, para.14). 이들은 
모두 형평의 원칙이 가지는 불확정성의 측면에 입각하여 형평이 자칫 사법적 재량의 남
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73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3.
733)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74, p.3; and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Judgment, Ibid., p.175.

734) ILC는 이들 판결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20, paras.83-84), 이는 1983년 협약상의 형평
한 원칙이 ICJ의 해석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Czaplinski, supra note 1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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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형평한 원칙의 적용을 요건으로 하는 법규칙의 적용 문제735)

라고 강조하였다.736) 이러한 판결 내용을 토대로 ILC는 형평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형평의 개념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석을 유념하며 위원회는 형

평이 초안규정 전체에 있어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의 일부로 사용되고, 관련 당사자들 간 명시적 합

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소의 원용이 가능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의 개념과는 동등하게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737)

정리하면 형평의 원칙은 실질적인 법규칙이라는 점에서 추상적 정의로서

의 형평과 구별되며 형평과 선 개념과도 상이하다. 특히 “재판소가 정의

를 논하거나 법을 선언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규칙 내의 고려요소들

속에서 객관적 정당성(objective justification)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 분

야에서의 법규범(the rule of law)은 형평원칙의 적용을 요한다”738)고 하

였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판결 내용은 형평한 결과를 달

성하기 위한 추론에 객관적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라 하겠다.739)

그러나 ILC는 각 조항에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1983년 협약의 내용과 주석의 설명을 통해 고려

되어야 할 요소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부채 배분 시 요구

73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732, pp.46-47, para.85.
736)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20, paras.83-85.
737)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20, para.85.
73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48, para.88. 관

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 when mention is made of a court dispensing 
justice or declaring the law, what is meant is that the decision finds its 
objective justification in considerations lying not outside but within the rules, 
and in this field it is precisely a rule of law that calls for the application of 
equitable principles. [...]”(밑줄 추가). 

739) 이창열, 성재호, “국제법상 형평의 규범적 기능과 한계; 재판 규범적 가치를 중심으
로”,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009), 6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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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형평한 비율’(an equitable proportion)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승계되는 ‘재산, 권리,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740) 사안에 따라 모든 관

련 요소들(all the relevant factors)을 고려하여야 한다.741) 이 같은 협약

의 규정방식은 형평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국제법의 제 영역에서 유사

하게 나타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

항은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목적이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

에 이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형평한 해결이란 결과의 형평을 추구

하는 것으로 형평한 해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간주된

다.742)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협약」제5조는 국제

수로가 형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에서 형평한 이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관련 요소 및

사정들(relevant factors and circumstances)을 역시 나열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형평의 원칙과 국제하천의 이용 문제에 적용

740) 1983년 협약 제37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741)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91, para.38. 당초 ILC는 국가분리와 해

체의 경우 영토일부이전의 경우와 달리 ‘모든 관련 사정’(all relevant circumstances)
을 고려하여 형평한 비율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가분리의 경우 영토일부의 이전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해체의 경우 선행국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영토일
부이전의 경우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부채의 이전을 결정하려는 특별
보고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Summary records of the 37th meeting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28 March 1983, Doc. A/CONF.117/C.1/SR.37, in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Summary records of the 
plenary meetings and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pp.234-237).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은 ‘모든 관련 사정’이라는 조건의 모호함을 지적하
며 영토일부이전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의 조문 구성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영토일부
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 권리, 이익’을 특히 고려하는 것으로 문안이 수정되었다
(Report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Doc. A/CONF.117/11 in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Documents of the Conference), 
Vienna, 1 March - 8 April 1983, Vol.II, pp.115-116, paras.221-232). 다만 영토
일부이전에 관한 조항의 주석에는 명시적으로 ‘모든 관련 요소들’(all the relevant 
factors)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으므로 문안 수정의 결과로 고려할 요소들이 
달라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742) 이기범, supra note 723,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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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형평의 원칙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두 경우 모두 형평한 해결 또는 형평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

별사건에서의 관련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비교형량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743) 그리고 이 같은 측면은 국가승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ILC는 ICJ의 해양경계

획정 관련 사건들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을 설명하였으며 국가승계 이후

국가재산이나 부채, 문서의 이전을 결정하는 문제는 모든 관련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형평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승계시 재산이나 부채 등의 이전과 관련한 고려요소들에 대해 ILC

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형평 개념의 자의적 적용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가

령 국가승계 이후 선행국과 승계국 간 또는 승계국 상호 간 영토나 인

구, 재정능력의 비율 등은 부채의 형평한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데 객관

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744)

743) Stefan C. McCaffrey, The Law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401-404; 이기범, Ibid., 108면.

744) Gruber는 선행국 영토 대비 승계국 영토의 비율, 인구의 비율, 재정 능력의 세 가지 
기준을 재산 또는 부채의 주요 분배 기준으로 제시한다(Annie Gruber, Le droit 
international de la succession d’Etats, Bruylant (1986), pp.127-128); Degan은 
인구, 영토, GNP에의 기여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으로는 재산 등의 형평한 배분을 결
과할 수 없으며 관련되는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combination)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외국 채권자들의 필요도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Vladimis-Djuro Degan, “Disagreements over the 
Definition of State Property in the Process of State Succession to the Former 
Yugoslavia”, in Mrak, supra note 19, pp.58-59); 최근 사례를 보자면 체코슬로바
키아는 인구비례에 따라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의 자산 및 책임을 2:1의 비율로 분배
하였고, 구소련은 분열된 각 국가들의 수출입에의 기여 정도, GNP 비율,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 61.34%, 우크라이나 16.37%, 벨라루스 4.13%, 아르메니아 0.86%, 투
르크메니스탄 0.70%의 비율로 분배를 하였다. 한편 세계은행과 IMF는 SFRY 대비 분
열된 각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여 슬로베니아 16.39%, 크로아티아 28.49%, 
FRY 36.52%,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3.20%, 마케도니아 5.40%로 책임을 분배하였다
(Czaplinski, supra note 19,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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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책임의 승계와 형평한 고려요소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이 승계국에 대하여 부담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승계시 국가책임을 이전하거나 분배하는 문제는 1983년 협

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승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책임승

계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

제 2015년에 최종 채택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한 IIL 결의 곳곳에

서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강

도에 있어서도 1983년 협약을 능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1983년 협약이 일부 승계 유형들에 대해서 ‘형평한’(equitable) 비

율이나 방식, 배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IIL 결의는 전문에서부터

형평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 형평의 측면에서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며, 형평의 원칙

은 동의, 신의칙,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

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745) 전자의 형평

은 ‘법과 형평’(law and equity)이라고 하여 법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시

된 것을 보건대 영미법적 사고에 기초한 형평의 개념746)을 반영한 것으

745) 1983 협약 전문에서 확인되는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nsent, 
good faith and pacta sunt servanda are universally recognized...”와 유사한 IIL 
결의전문의 구문은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nsent, good faith, 
equity and pacta sunt servanda are universally recognized...”이다. 밑줄로 강조
한 바와 같이 전문에서부터 형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였
다.

746)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에서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법률소송(legal claim)에 포섭되지 아
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제한적 관할권을 보유한 왕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허
용되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특별한 구제의 방식으로서 형평으로 정착하였다(Rossi, 
supra note 723, p.34). 왕은 이 같은 청원을 관례적으로 ‘왕의 양심의 수호자’(the 
keeper of the king’s conscience)이자 성직자와 다름없는 수상(chancellor)에게 보
내어 처리하였는데 에드워드 1세 재임기에 형평 법원(the equity court)으로 알려진 
The Office of Chancery가 설치되어 독자적인 법질서를 가진 제도와 절차를 발전시켰
고 이후 형평의 원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Ibid., pp.34-37). 반면 성문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륙법계에서는 형평의 원칙도 법문언으로써 성문법 체계 내에 도입되었으며 엄
격한 법의 내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Ibid., pp.37-38). 이로써 영미법
계에서 법과 형평이 각각 독자적으로 대등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면, 대륙법계에서는 법 
내에 형평의 원칙이 녹아들어가 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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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며747) 후자의 형평은 동의의 원칙이나 신의칙, 약속은 준수되

어야 한다는 원칙과 병치된 것을 볼 때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형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IIL 결의 전문은 도덕적 관념으로

서의 형평이 아니라 법규범으로서의 형평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형평의 원칙은 IIL 결의의 본문에서도 확인된다. 승계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관한 결의 제7조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의무

가 모든 국가들에 의해 형평한 방식(in an equitable manner)으로 인수

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권리와 의무의 형평한 배분(equitable

apportionment)을 위해 고려할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승계유형

들 중 특별히 국가분리의 경우에 대해서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권리 또

는 의무의 형평한 배분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를 나열하고 결의 제7조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748) 그런데 해체에 관한 제15조에는 형평한 배분

이나 제7조와의 관련성에 관한 언급은 부재하며 권리나 의무의 승계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요소’(a relevant factor)만을 언급하고 있다.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과정에 Reisman과 Arsanjani는 결의 제15조상 제7조와

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Reisman은 특히 의무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한 제3항에 관련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다.749) 그러나 Hafner는 결의 제7조가 책임을

분배하는 것에 관계된다면 제15조는 어느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규

명하는 것에 관계될 뿐 책임의 배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보았고 특별보고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747)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과정에 Mrs Infante Caffi는 “법과 형평”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Mr Bogdan은 법과 형평을 분리하는 것은 대륙법과 다른 영미법체
계의 접근방식으로 국제법상 형평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법과 형평”이라는 표현이 동
어반복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장 Müllerson은 법이 형평을 “포함”
하였는지는 별개의 실체적 문제라고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다(Délibérations de 
l'Institut, Quatrième séance plénière, Mardi 25 août 2015 (après-midi), in IIL 
Yearbook 2015, p.651). 회의 기록상 이에 관한 추가적인 언급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48) IIL Resolution, Art.12, para.5.
749) Délibérations de l'Institut, Quatrième séance plénière, Mardi 25 août 2015 

(après-midi), in IIL Yearbook 2015, p.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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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IIL 결의 제15조는 해체 시 승계국들 중 어느 국가(들)에게

권리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관련되며, 반면에 제7

조는 그리하여 복수의 국가에게 권리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그것을

배분하는 문제에 관련되는 조항이라는 것이 특별보고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의 제15조와 달리 분리독립에 관한 제12조 제5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행국과 승계국들 간 권리 또는 의무의 형

평한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조가 준용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

는 것을 볼 때 선행국과 승계국들 간 형평하게 분배된 책임의 내용을 승

계국들 상호 간 분배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IIL이 제시하는 형평한 배분의 기준은 국가책임을 야기한

행위와의 특별한 관련성(special connections), 영토의 크기, 인구의 규모,

승계일 기준 GDP에 대한 기여도, 부당이득 방지의 필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사정들이다. 이는 일단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규명된 경

우 그것을 배분하는 기준에 관련되는 요건들이다.

그렇다면 선행국이 자행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승계의 대상이며 이들은 모두 상기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가? IIL

의 입장은 분명히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IL 결의 제15조 제1

항은 국가가 해체되어 소멸하고 두 개 이상의 승계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의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승계국들에

이전된다(pass)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 조건에 관한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예외의 인정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아가 승계국들 간 책임의 배분에 관한 결의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승계

국을 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승계국들이 형평한 방식으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인수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책임승계의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든 승계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IIL 논의 자체가 국제위법행

위로 인한 결과가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관념에서 출

발하였다는 점에서750) 이 같은 규정 방식은 일견 IIL의 정책적 기조와

750) Délibérations de l'Institut, Quatrième séance plénière, Mardi 25 août 2015 
(après-midi), in IIL Yearbook 2015, p.650. 이 같은 내용은 “국가승계의 상황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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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일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방식이 과연 형평에 내재된 정의 관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IIL이나 ILC가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구제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로인해 승계국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접근방식은 1983년 협약상 형평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특별보고자 Bejaoui가 취했던 입장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특별보고자는 국가분리의 경우 영토일부의 이전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해체의 경우 선행국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국가분리나 해체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부채의 이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든 관련 요소들’이라는 표현 대신 ‘재산, 권리, 이익’을 고려하여 부채

의 형평한 배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그에 내재된 의미가

모든 관련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는 점을 주지의 사실이다.751)

부채와 마찬가지로 승계국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의 문제에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행국이 소멸해버린 국가해체의 경우 결과적으로 책임이 자동적으로 승

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형평의 원칙은 법규정을 통해 일률적 또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원칙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가장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도입된 수단이다. 특히

둘 이상 당사자의 이익이 관계되어 있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가능한 원칙이다. 국가책임의 승계

에 있어서도 지나친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승계의 유형만을 책임승계의 판

단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되는 모든 요

소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명제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752) 다만 형평 원칙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제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결의 전문과 2015년 IIL 보고서 곳곳에서도 확인된다.

751) see supra note 741.
752) 이근관은 국가승계법에 관한 전통적 논의가 동일성이나 계속성, 국가승계유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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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관련되는 요소들에 대한 정리 및 선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승계국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과 관련되는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승계 이후의 형평한 결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관련요소들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위반된 국제의무의 성격이나 내용 또한 동시에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실행이나 법원판결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승계대상인지는 일단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럼에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의 대상으로 보아 승계국

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위

반된 의무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은 바로 형평의 원칙을 달성하면서도 동

시에 승계국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지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IIL이나 ILC에서 간과하고 있

는 ‘위반된 의무의 성격’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고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한 필수적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ILC도 「책임승계에 관한 초안

규정」 제6조 제4항의 맥락에서 위반된 의무의 성격과 위반의 특별한 상

황, 승계의 유형 등 모든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제의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753) 실제 위반된 의무의 성격과 관련해서

는 지속성 여부를 가지는지 여부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의무의 성격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승계

형식적 또는 존재론적(ontological) 지표나 범주에 과대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령 구소련의 대외채무문제에 대한 협상과정을 보건대 이러한 지표들은 외
국채권자들의 채권 안정성 확보나 기존 구소련 구성국들의 세계금융시장에의 조속한 편
입 가능성과 같은 기능적(functional) 목표에 비하여 다분히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한다(李根寬, supra note 227, 15면). Bühler도 동일성이나 계속성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적 유형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오래되어 다양한 국가실행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바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Konrad G. Bühler, State Succession and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gal Theories versus Political Pragmatism, Kluwer (2001), 
p.309).

7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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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부담을 감안하면서도 형평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국가책임의 성격과 승계가능여부 판단의 불가분성

전통적인 국가승계법의 법리상 불법행위책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져 왔다. 이에 다양한 국제의무위반으로 성립된 국가책임들 중에서

도 불법행위책임의 범위에 포섭되는 책임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

해서는 승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국가책임법 초

안에서 애초에 도입하고자 하였던 ‘국제범죄’ 개념은 승계 불가능한 불법

행위책임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록 국제범죄의 개념은 삭제되

었지만 그 기초가 되었던 관념은 여전히 국가책임법 초안에 남아 있으

며, 이는 국제의무위반의 내용에 따라 승계불가능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

를 제기한다. 이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 국제범죄 개념의 삭제

국가책임에 관한 1976년 잠정초안 및 1996년 중간초안 제19조에 제시

되었던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s)의 개념은 통상의 국가책임과 구분

되는 의미로서의 책임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잠정초안 및 중간

초안 제19조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를 국

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와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로 구분

하였다. 제19조 제2항은 국제범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동조

제4항에 국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위법행위는 모두 국가의 불법행

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제범죄는 “그 위반이 국제공

동체 전체에 의하여 범죄로 승인될 만큼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의무의 위반”이라고 정의되었으며, 제3항에 그 사례

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민족자결권의 보호, 인간의 보호, 인류환경

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네 개의 가치는 제2항 상의 국제공동체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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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LC는 1976년 초안에 대한 주석에서 1970년 Barcelona Traction 사건

을 인용하여 ‘그 준수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가지는 의무’가

존재하며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이 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여 대세적 의무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상기의 근

본이익 개념과의 연결점을 제시하였다.754) 또한 그 위반이 범죄가 되는

의무가 통상적으로(normally) 강행규범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절대적이지

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강행규범상의 의무

위반은 국제범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755) 다만 강행규범의 범위가 위반

시 국제범죄를 초래하는 의무의 범위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고 하였

다.756)

이 같은 ILC의 설명을 통해 위원회가 애초에 상정하였던 국제범죄의

개념은 강행규범의 개념과 대세적 의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757) 강행규범이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견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것인바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ILC는

‘국제범죄’ 개념에 대한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개념을 삭제한 채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을 최종 채택하였다.

이로써 ILC의 선택은 국가책임의 속성이 유형 상 구분된다는 개념을

거부한 것이며, 그리하여 위반된 규범이 국제법질서의 최상위를 구성하

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은 여느 위반행위의

경우와 동일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758) 국가책임에 관한 ILC의 접근방

식은 단순히 국가범죄라는 개념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들 또는 학

자들의 구미를 충족하고자 용어 선택의 측면에서 자제심을 발휘한 것에

754) ILC Yearbook 1976, Vol.II, Part Two, p.99, para.10.
755) Ibid., p.120, para.62.
756) Ibid.
757) 金大淳,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槪念에 관한 硏究”, 國際法學會論叢 第42卷 第2

號 (通卷 第82號) (1998), 15면. 
7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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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759)

2.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초안 제19조는 삭제되었으나 그와 함

께 국제범죄 개념의 도입 노력의 기초가 되었던 모든 관념마저 함께 사

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760) 이와 관련하여 국가책임법 초안에 관

한 조약화 작업 과정상 특별보고자를 담당하였던 Crawford의 언급을 한

번 살펴보자.

“‘국제범죄’ 개념은 두 개의 쌍둥이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강행규범과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에 법적 기초(legal underpinnings)를 제공하며 

각 개념에 밀접히 관련되는 요소들로 나누어졌다. 강행규범은 일탈불가능

성(non-derogability)이 관련되는 상황에 이용되며,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

한 의무는 책임추궁의 목적상 국가의 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된다. 제2부 제2장은 중대한 위반(serious breaches)에 집중하여 

문제가 되었던 ‘범죄’라는 용어를 회피하면서도 제19조에 기초하였던 가

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761)

ILC의 2341차 회의에서 Pellet 교수는 1996년 초안 제19조에 담겨있는

관념 자체는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며 통상의 국제위법행위와 국

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특별히 중대한 위반을 구분 짓는 사고는 이미 실

정법(positive law)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762) 비록

1996년 초안 제19조 자체는 삭제된 채 국가책임법 초안이 탄생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이분법적 사고는 비록 분산된 형태로

759) Marko Milanović and Vojin Dimitrijević, “The Strange Story of the Bosnian 
Genocide Cas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Vol.21. p.563.

760) Crawford, ILC Commentariess, supra note 64, pp.35-38.
761) Crawford, ILC Commentaries, Ibid., pp.37-38.
762) Mr. Pellet, ILC 2341st meeting, in ILC Yearbook 1994, Vol.I, pp.82-83, 

para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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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국가책임법 초안의 제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3장은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강행규범에 수

반되는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serious breach)이란 그러한 의무의

위반이 유책국에 의한 대규모나 체계적인(gross or systematic) 의무불

이행을 수반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리고 국가책임법 제41조 제3항은

강행규범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 통상적인 위법행위의 결과에 더해 “추가

적인 결과”(further consequences)가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763) 추가적인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3부에 명시되어 있지 않

다 하더라도 주석에 따르면 현대국제법상 그러한 내용이 인정되고 있다

는 사실이나 관련 법리의 추가적인 발전가능성은 부정되지 아니한다.764)

또한 국가책임법 초안 제41조 제3항은 중대한 위반에 관한 법체제 자체

가 발전 중에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중대한 위반의 기본적인 법적 결과

에 관한 제40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위반의 결과에 관련되는 정교

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765)

다시 말해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에 포섭되는 강행규범상

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책임의 여지가 인정되며 그에 대해서는 지

속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흔히 강행규범과 함께 논의되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766)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의 측면에서 특별한 고려를 반

763) 국가책임법 초안 제41조 3항 원문: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consequences referred to in this Part and to such further 
consequences that a breach to which this Chapter applies may entail under 
international law.”(밑줄 강조 추가).

764) ILC Commentaries on Article 41, para.14.
765) ILC Commentaries on Article 41, para.14.
766) 이들 두 개념은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basic moral values)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Maurizio Ragazzi,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189). 물론 강행규범은 규범의 차원에 속하는 개념인데 반해, 대세적 의무는 
‘의무’의 차원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분을 요한다(김대순, supra note 45, 121
면; Menno T. Kamminga, “Final Report o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Kamminga and Scheinin,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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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48조는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세

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현대 국제법은 전통 국제법

의 양자적, 상호주의적 원칙에서 벗어나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보호라

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767)

최근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우

필요시 피해자의 국적국도 국가책임법 제48조의 맥락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68)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ICJ

는 “일국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와 외교적 보호의 영역에

서 타국에 대하여 지는 의무 간에는 본질적인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

note 387, pp.5-6; Sandesh Sivakumaran, “Impact o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Kamminga and Scheinin, supra note 387, p.133). 
다시 말해 강행규범은 다른 국제법 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념
이며, 대세적 의무는 국제사회 전체가 그에 관한 이해를 가지며, 위반 시 모든 국가에 
위반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정인섭, supra note 22, 367
면; 김대순, supra note 45, 121면; 金大淳, supra note 757, 14면). 또한 두 개념에 
포섭되는 의무의 영역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강행규범이 대세적 의무
에 포함되는 반면 대세적 의무라고 하여 모두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정인
섭, supra note 22, 367면; 金奭賢, “國際法上 對世的 權利·義務의 確立”, 國際法學會
論叢 제47권 제3호 (통권 제94호) (2002), 59-62면; ILC Report on the Work of its 
Fiftieth Session, 20 April - 12 June and 27 July - 14 August 1998,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third session, Supplement No.10, 
A/53/10, p.69, para.279);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in ILC Yearbook 2006, 
Vol.II, part 2, p.183, para.38; 다만 각주 31 관련 본문의 Barcelona Traction 사건
에 대한 인용문에 강행규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세적 의무에 대한 
예시들이 모두 강행규범의 예라는 이유로 ICJ가 해당 판결문을 통해 강행규범의 존재를 
승인 내지 공식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金奭賢, “國際法上 國家犯罪에 관한 硏
究”, 국제법평론, 1993-I/II (창간호), p.90)), 강행규범은 대세적 의무보다는 좁은 범위
를 아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Theodor Meron, “On A Hierarch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J.I.L. (1986), Vol.80, No.1, p.11).

767) Riccardo Pisillo Mazzeschi, “Impact on the Law of Diplomatic Protection”, 
in Kamminga and Scheinin, supra note 387, p.213.

768) Mazzeschi, Ibid., pp.227-230.



- 212 -

였다.769) 즉, 대세적 의무와 전통적 양자주의에 기초한 의무의 영역이 구

분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세적 의무에 관계되는 인권의 영역과 관련 국가들 간에 단지 양자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인권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세적 의무 위반에 포섭되는 인권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관계되는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은 국가책임법 초안 제42조 (b)(i)에 의거하여 전통적 외

교적 보호를 행사하거나 제48조 제1항에 의거 피해국 이외의 국가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770) 전자는 외교적 보호에 입각한 책

임추궁의 방안이며 후자는 대세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추궁의 일환이

다.

이러한 양 방향의 접근가능성은 Congo v. Uganda 사건771)에서

Simma 판사의 개별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ICJ는 대사관에서의 비인

도적 대우의 문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제22조에 의거 우간다에 직접 침해를 가한 것으로

청구가 허용되나 Ndjili 국제공항에서 우간다 국민들에게 행한 비인도적

대우의 경우 외교적 보호의 요건 특히 피해자가 우간다 국적자라는 사실

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772) 이에

대해 Simma 판사는 만약 우간다가 국가책임법 초안 제48조에 기초하여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원용하였다면 우간다 국민들에 대한 비

인도적 대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적의 문제에 관계없이 청구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773) 이처럼 통상의 외

769)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ment, I.C.J. 
Reports 1970, p.32, paras.33-34.

770) Mazzeschi, supra note 767, pp.227-230.
771)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이하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168. 우간다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수도 킨사샤 주재 우간다 대사관에 대한 DRC 
군대의 공격 및 Ndjilli 국제공항에서의 우간다 외교관과 국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inhumane treatment)와 관련하여 청구를 제기하였고(Ibid., paras.306-313, 
316-317), DRC는 우간다 국민들에 대한 청구의 부분은 외교적 보호권의 요건 즉, 청
구국적 요건과 국내구제완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였
다(Ibid., para.315).

772) Ibid., paras.32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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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보호권 행사시 요구되었던 절차적 요건이 국가책임법 초안 제48조

에 따른 청구 제기시에는 배제된다고 해석되는 것774)은 강행규범이나 대

세적 의무가 가지는 특수성 및 그러한 규범 또는 의무의 도입을 통해 보

호하고자 하였던 가치의 중요성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775)

ICJ의 Congo v. Uganda 사건에서 Simma 판사는 Bracelona Traction

사건의 판결 결과를 인용하며, “대세적 의무는 성격상 ‘모든 국가들의 관

773) Separate Opinion of Judge Simma on the Judgment of Congo v. Uganda,  
paras.32-41.

774) Crawford도 대세적 의무 위반이 관련되는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과 모든 국가에게 
허용되는 국가책임법 초안 제48조에 기초한 책임추궁의 권리가 병행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supra note 9, 
p.587). Mazzeschi는 전자를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 후자를 국적계속원칙 및 
국내구제완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광의의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Mazzeschi, supra note 767, p.224). 

775) 다만 Barcelona Traction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로 인하여 현대국제법상 소위 민중
의 소(actio popularis)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South West Africa 사건에서의 
ICJ의 판결 결과(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47, para.88)가 파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Nicaragua 사건에서 잠정조치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Schwebel 판사는 반대의견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지
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지만(Dissenting Opinion of Judge Schwebel on Provisional 
Measures in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pp.196-197. 원문: “In its Judgment of 
18 July 1966 in the South West Africa cases, the Court [...] declined to allow 
"the equivalent of an 'actio popularis', or right resident in any member of a 
community to take legal action in vindication of a public interest ... a right 
of this kind ... is not known to international law as it stands at present ..."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 47). But 
that holding was rapidly and decisively displaced by the Court's Judgment in 
Barcelona Traction, [...]”(밑줄 강조 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중의 소와 대세적 
의무의 개념이 관련성은 있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Jennings, 
Robert and Watts, Arthur (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ume I 
(Peace), 9th ed., Harlow: Longman (1992), p.5; Ragazzi, supra note 766, 
p.212). East Timor 사건에서 ICJ가 “어떤 규범의 대세적 성격과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규칙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설시한 것도 대세적 의무와 민중의 소가 별개의 것
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Ragazzi, Ibid., p.212). 그런데 민중의 
소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대세적 의무는 존재한다는 ICJ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할 때 
ICJ 규정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면 어떠한 국가도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를 
상대로 ICJ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Christian J. Tams, 
Enforcing Obligations Erga Omn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197, 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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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the concern of all States)이며 관련된 권리의 중요성에 입각할 때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권리의 보호에 법적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

다.776) 그리고 다음의 설시와 함께 개별의견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제공동체가 대세적 의무 위반행위나 그러한 근본적 의무를 제거하려

는 노골적인 시도 앞에서 관련 이익이 훼손되고 그로써 인간들이 ‘사라지

거나’ 모든 법적 보호를 무기한 박탈당하게 되는 블랙홀과 같은 상황을 

허용하게 된다면 나로서는 국제법의 가치를 심히 불신하게 될 것이다.”777) 

국가책임법 초안에 내재된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관념, 그에 대한

가중책임의 인정 가능성, 그리고 대세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게도 책임 추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현상 등은 강행규

범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의 문제를 특별히 취급하여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관련 법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불가피하지만 강행규범이나 대세적 의무 위반행위를 일반적인 위

법행위와 구분하고자 하였던 기본적인 관념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

다.778)

3. 국제불법행위 책임의 승계불가능성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

우의 국가책임을 여느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과 동일하게 분류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서

는 국제법상 공히 민사책임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작위 또는 부작

위를 재검토하여779) 이들이 모두 동일한 종류(eiusdem generis)가 아님

776) Separate Opinion of Judge Simma on the Judgment of Congo v. Uganda, 
para.40. 이러한 내용은 국가책임법에 관한 주석에서도 강조되고 있다(ILC 
Commentaries on Art.48, para.8).

777) Ibid., para.41.
778) Crawford, ILC Commentaries, supra note 64, pp.35-38.
779) García Amador는 전통국제법상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duty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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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고 처벌 가능한 행위와 단순히 위법한(wrongful) 작위 또는 부

작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García-Amador는 국가가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과 통상의 재판거부(a denial of justice)는 분명 단순히 위

법한 행위로서 국제법에 반하지만 형사책임에 관계되지는 아니하는 부작

위를 구성하고,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특별한 위반(certain

violations)은 형사적 성격의 국제책임에 관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780) 비록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라는 용어를 구

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의 국제위법행위 책임과 초안 제

40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구분

하고 있는 규정 방식은 García-Amador의 구분방식과 맥이 닿아 있다.

게다가 이 같은 구분에 입각할 때 비로소 책임승계의 맥락에서 전통국

제법상 승계불가능한 책임으로 분류되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오늘

날 국가들의 실행에서 확인되는 승계되는 책임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

명된다. “중립국 영토의 침략이나 나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

한 임의적 파괴 등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여 자행된 소위 진정한

국제불법(an international delict properly so-called)에 따른 의무와 사법

이나 행정법, 오직 재판거부(denial of justice)에 관련되는 국제청구에 따

른 의무는 매우 상이하다”781)라는 설명과 함께 위반된 의무의 유형 및

국가승계의 유형 등 모든 차이점을 고려하여 국가책임의 승계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던 Lighthouses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도 동

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국제위법행위의 유형이 소위 ‘진정한’ 국제

reparation) 외에 다른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오직 민사책임(civil 
responsibility)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하였다(García-Amador et al., 
supra note 477, p.9). 그리고 특별한 행위를 범죄(offences)로 정의하거나 그때까지 
단순히 위법한(wrongful) 것으로 간주되던 다른 특별한 행위를 처벌가능한 행위로 변형
(transformation)시키게 될 때 형사책임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보았다(Ibid., p.10).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한다면 처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삭제하고(Crawford, ILC 
Commentaries, supra note 64, p.19) 국제위법행위로 야기된 실질적 손해에 대해 순
전히 손해배상만 허용하는 국가책임법 초안(ILC Commentaries on Art.36, para.4)은 
형사책임의 존재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80) García-Amador et al., Ibid., p.10.
781) Lighthouses Arbitration between France and Greece (Claims Nos. 11 & 4), 

ILR (1956),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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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적인 책임 불승계 원칙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의 승계 여지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782)

다만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에 포섭되는 강행규범의 중

대한 위반행위 책임과 여느 국제위법행위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고 책임

승계가 부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이

다. 이하에서는 승계가능한 책임과 승계불가능한 책임의 범위를 거시적

측면에서 설정하고 각각의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 승계되는 책임의 유형 및 책임승계의 근거

승계되는 책임의 유형으로서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대상은 국가책임을

야기하는 국제위법행위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경우와 조약위반

에 관계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보호가 강조되고 있

는 오늘날의 국제법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후자는 조약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인의 권리보호 문제

에 관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위반 책임은 승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기

초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I. 개인의 권리침해와 책임승계의 근거

1. 국제법상 사인의 권리 보호

전통국제법상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로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국제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20세기

초엽까지 오직 주권국가만이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았으

며, 개인은 국제법 체제 내에서 권리·의무의 향유 주체로 인정받지 아니

782)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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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783)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개인의 인권은 국제법상의 권리

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지지와

실행으로 그 핵심내용들은 관습국제법화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관습

국제법화된 국제인권은 주권국가라 할지라도 그 이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자국 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었

다.784) 관습국제법화된 인권은 국가승계와 관계없이 존속하며 일각에서

는 국가승계 이후 인권조약상의 권리보장까지 담보하고자 인권조약의 자

동승계를 주장한다.785)

인권분야에서의 논의대상들 중 통상 기득권(acquired rights) 존중원칙

의 적용을 받는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사적 권리(private

rights)의 승계 문제가 별도로 논의된다.786) 국가승계시 거주민들의 권리

는 주권국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여지가 인정되나 그러한 제한에도 허용

가능한 외연이 있다. PCIJ는 German Settlers 사건에서 유효한 법규칙

하에서 획득된 사적 권리(private rights acquired)는 주권변화의 경우에

도 부인되지 아니하며, 선행국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 등의 사적 권리는

국가승계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787) PCIJ는 또한

783) 정인섭, supra note 22, 836면. PCIJ는 국제조약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잘 확립된 원칙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여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Danzig (Pecuniary Claims of Danzig Railway 
Officials Who Have Passed into the Polish Service, Against the Polish 
Railways Administration), Advisory Opinion, 1928 PCIJ Series B, No.15, p.17 참
조.

784) 정인섭, Ibid., 836면.
785) Menno T. Kamming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E.J.I.L. (1996), Vol.7, p.469; Mullerson, supra note 227, p.473.
786) 김대순은 사적 권리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승계로 인하여 승계국의 국민이 

되는 거주민들에 관한 한, 그들은 완전히 승계국의 법 하에 놓이며 따라서 국가주권의 
원칙상 (국제인권법의 적용과는 별도로) 국제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라
고 설시하고 있다(김대순, supra note 45, 986면). 이는 사적 권리와 인권이 부분적으
로 겹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차치하고 대체로 상이한 영역에 관계됨을 전제하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사적 권리의 문제로는 주로 사인의 재산이나 투자, 양허계약상의 권리 등
이 다루어진다. Also see 이규창, supra note 717.

787) German Settlers in Poland, Advisory Opinion, P.C.I.J. (1923), Series B, No.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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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터키에 의해 부여된 양허의 권리를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국제법상의 일

반원칙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788) 1934년 The Railways of

Zeltweg-Wolfsberg and Unterdrauburg-Woellan 사건에서 LN에 의해

임명된 특별중재법원은 양허증서에 따라 사기업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는

양허된 공공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는 영토의 국적 변화라는 사실만으로

무효화되거나 영향 받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789) 이 같은 원칙은 모

든 유형의 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790) Lighthouses 중재사건이나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양허계약 또는 조약 위반에 대한 책임

의 승계가 인정되었던 것도 이 같은 재산권 존중의 관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인의 권리가 국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국가승계와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러한 권리위반에 대한 책임의 승계

가 필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사인의 권리 존속과 별개로

선행국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승계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계국은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주권국가로서 선행국에 의해 초래된 권리·의무 관계에 국한됨이

없이 자국의 법질서를 구축할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책임승계를 통한 형평의 실현이 요구된다는 점과 진정한 의

미의 형평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통해 양자 간의 균

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791) 이 경우에도 승계가 요구되는 국가

책임의 유형이 존재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사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국가책임이 관련되는 각 경우에 있어 국가책임의 승계를 뒷받침하는 이

론적,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788) PCIJ, Series A, No.2 (1924), p.28.
789) Annual Digest, 7 (1933-4), No.213, p.486.
790) Christopher Staker,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Lex Situs Rule in 

Property Conflicts and Foreign Expropriations”, British Y.I.L. (1987), Vol.58, 
p.165.

791) Cheng, supra note 51.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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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권리침해책임 승계의 근거

(1) 기득권 존중 원칙

사인의 권리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and possession)과 사인

또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유형은 모두 국제법상

기득권을 구성한다.792) 기득권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적절히 부여된,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유무형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793) 국가승계로 법

적 관계가 소멸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관계를 야기한 사실상황은 그대로

승계되며, 이때 채권자가 가지는 형평한 이익이 기득권이자 재산권에 해

당한다.794) 승계국은 이러한 이익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그러한 의무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배제할 수 없다.795)

기득권 존중에 관한 원칙은 법리로서뿐 아니라 하나의 지배적인 원칙

으로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796) 그러나 1983년 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Bedjaoui는 기득권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첫

째, “기득권”이라는 것은 선행국의 입법체계 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국

제법상 선행국의 법체계가 법적으로(ipso jure) 계속된다는 원칙은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승계국이 선행국의 법체계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둘째,

외국인의 기득권을 존중한 결과로 승계국이나 승계국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1962년 UN총회 결의 제1803호에 따른 “천

792)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237.
793) Ibid., p.245.
794) Ibid., p.238.
795) Ibid., pp.238-239; ILC Yearbook 1968, Vol.II, A/CN.4/SER.A/1968/Add.1, 

p.115, para.138. Bedjaoui는 영토이양 직전에 악의로(mala fide) 체결된 양허계약과 
같이 “유해한”(odious) 양허는 예외적으로 존중해야할 사적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다. 한편 기득권 이론은 Forests of Central Rhodopia, U.N.R.I.A.A. (1933), p.1436; 
Lighthouses, I.L.R. (1956), Vol.23, pp.79-80 등 일련의 사법판결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었다.

796) ILC Yearbook 1968, p.115, para.138. 물론 기득권 이론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의 투자 보호나 관련 외국인의 인권보호의 필요 등
에서 사적권리의 보호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규창, “남북통
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supra note 717,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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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의 채택으로 국가의 국유화 권리가 인정되

는 등 국제사회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797) 따라서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개념이 변화한 오늘날의 “탈식민시대”에 기득권 이론의 유용

성은 의심스러우며, 국가승계 시 선행국의 법인격 소멸과 함께 양허계약

또한 종료되고 오직 양허를 소유하였던 자의 보상받을 권리만 남는다는

것이 Bedjaoui의 총체적인 결론이었다.798) 다시 말해 오늘날 양허계약을

포함한 사적권리는 기득권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새로운 주권국가가 동

의하는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것이다.799)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형평 원칙에 기초한 “사실상의 승계”(de

facto succession) 개념을 도입하여 책임승계의 가능성을 설명했던

O’Connell의 아래와 같은 견해는 참조를 요한다.800)

“선행국과 어떤 사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들 간의 의

무 관계는 단지 법적 유대(vinculum juris)가 아니며 그로 인해 특별한 사

실관계가 파생되기 마련이다. [...] 채무자인 선행국 소멸 시 채무 상환의 

법적 의무는 승계국에 법적으로(ipso jure)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승계되

는’(inherited) 것은 소멸해버린 법적 관계로 인해 야기된 사실상황이다. 

이러한 사실 상황 하에서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형평한 이익(equitable 

interest)은 ‘기득권’(acquired right, vested right) 또는 ‘재산권’(property 

righ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승계국의 의무는 이러한 이익을 존중하

는 것이다. 그것은 선행국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외부로

부터(ab exteriore) 부과된 것이다.”801)

다시 말해 선행국의 소멸로 선행국과 사인 간의 법적 관계는 소멸하였지

만 법적 관계의 소멸 이전에 형성된 기득권 또는 재산권은 국가승계 이

후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승계국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797) ILC Yearbook 1968, para.143.
798) Ibid., para.139.
799) Ibid., para.140.
800) Crawford, Open System, supra note 520, p.259.
801)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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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이 경우 승계국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선행국의 국내법상 개인

에게 보장하였던 권리를 국가승계 이후에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사인의 권리가 선행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

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 경우 책임승계의

필요는 더욱 가중된다고 하겠다.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국가승

계와 관계없이 선행국 또는 승계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해당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1983년 협약 채택 당시의 특별한 시대상

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Bedjaoui는 탈식민 상황의 특수성을 반

영하여 국가재산이나 국가문서, 국가부채 등 모든 문제에 관하여 신생독

립국의 백지출발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802) 비록 1983년 협약의 논의

대상에서 사적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었지만 신생독립국이 관련되는

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백지출발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존재

했던 것으로 보인다. Bedjaoui는 탈식민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적

인 견해와 대립되더라도 국가들의 실행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도출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803)

이 같은 Bedjaoui의 견해는 사적 권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있는

법”(lex lata)을 규정하기 보다는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의 측면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있는 법”의 측면에

서라면 기득권 존중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기존의 양허

또는 양허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국가들의 실행을

근거로804) 백지출발주의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승계의 유형이 신생독립국의 유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서 탈식민의 맥락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승계의 유형에 있어서는 기득

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득권 존중 원칙

이 부정된다고 하면서도 보상의 권리는 남는다는 설명은 근본적으로 기

득권이 존중되기에 보상의 의무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802) 1983년 협약 제15조, 제28조, 제38조.
803) ILC Yearbook 1968, p.115, para.144.
804) ILC Yearbook 1968, pp.115-116, paras.142,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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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한다.

생각건대 기득권 존중 원칙이 국가승계 시 사적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거나 온전히 무시하여도 무방하다는 양 극단의 주장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원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805) 사인

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득권 존중은 필요하지만 국가주권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승계국에게는 사인의 기득권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이는 Bedjaoui의 상기 세 번째 의문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국가의 국유화 권리가 인정되는 오늘날의 국제법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기득권 존중을 강요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개인의 재산

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득권 존중 원칙은 외국인 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충분하

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되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라고 생각

된다.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책임승계의 맥락에 적용하면 특히 국가승계 이

전에 이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가 도출되어 정확한 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즉,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권리라는 의미의 기득권에 포섭

되는 경우 책임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측면에

서 O’Connell은 기득권 이론을 이용하여 책임승계의 문제를 설명한다.

가령 책임승계가 부정되었던 Robert E. Brown 사건 판정과 관련하여

오직 “재판거부”라는 측면에서 불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재

판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승계국에 이전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사안

을 마무리하였던 재판부의 판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설명한다.806) 기득권

이론을 사용하여 원고인 Brown에게 분명히 인정되는 재산권이 있었는

지 여부의 문제로 접근한 후 수용된 재산의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보상요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

다.807)

805)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56, 
pp.432-433.

806)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483.
807) Ibid. O'Connell은 배상액이 확정된 청구(liquidated claims)와 미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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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승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득권 존중 원칙은 최소한의 판단 기

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국가책임의 승계를 통한 침해의 보전은 당연한 명

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배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득권에의 포섭 여

부가 문제되는 국제위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는 기득권 존중 원칙을 근거

로 책임승계를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2) 부당이득금지 원칙

부당이득금지 원칙(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이란808) 타인의

희생으로 획득한 부당한 이익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것으

로 대부분 국가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확인되는 일반원칙이다.809) 미국-

이란 청구재판소는 Sea-Land Service, Inc. v.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t al. 사건에서 부당이득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

한 바 있다.

“국제재판소에서 부당이득금지 원칙은 여러 차례 인용된 바 있다. 반드시 

당사자 일방의 손해(detriment)에 상응하는 이득(enrichment)이 다른 당사

자에게 발생하여야 하며, 손해와 이익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건에 의해 

(unliquidated claims)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전자는 국가승계 이전에 이미 선행국 내에
서 청구가 제기되어 배상액이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기득권이 인정되며 책임승계도 
긍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보호되는 기득권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이미 위법행위를 자행한 선행국이 
소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가능케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승계국에게
는 없기 때문이다(Ibid., p.485).

808) 본고에서 부당이득금지 원칙이라고 번역한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는 
엄밀히 말하자면 “부당이득원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흔히 “부당이득”
에 “회피하다”와 같은 동사를 이용해 to avoid unjust enrichment와 같이 표현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원칙의 도입 목적이 부당이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의 금지 또
는 회피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금지”원칙이라고 번역하
였다.

809) Charles Manga Fombad,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in 
International Law”,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Southern 
Africa (1997), Vol.30,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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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득 발생에 대한 다른 정당화 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이득을 얻은 당사자로부터 배상을 요

구할 수 있는 계약 등의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10) 

즉, 국가의 행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섭되려면 (1) 부당함, (2) 이득,

(3) 타국에 대한 손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811) 미국-이란

청구재판소는 또한 부당이득의 원칙이 비단 국제위법행위의 경우 뿐 아

니라 국제위법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원용 가능한

원칙이라고 설시하였다.

“부당이득에 대항하기 위한 (동) 규칙은 ‘두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희생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들 간의 균

형을 회복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를 가진 것으로 본질적으로 유연한 개념

이다. 이는 배상의 의무에 관계되며, 문제된 행위에 위법성이 내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reconcilable). 따라서 외국 투자자에게 손

해를 야기하고 상대 당사자에게는 이득을 가져온 행위가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812)  

이 같은 측면에서 부당이득에 따른 배상 의무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에

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부당한

사실적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813) 이러한 해석은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실상의 승계’ 개념을 도입하였던 O'Connell의 견해를

상기시킨다. 한편 부당이득금지에서 ‘부당한’이라는 의미는 불법적

810) Sea-Land Service, Inc. v.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Ports and Shipping 
Organization of Iran, Iran-US Claims Tribunal, Award No.135-33-1, 22 June 
1984, 6 Iran-U.S. C.T.R., p.169. 원문 
<https://www.trans-lex.org/230900/_/iran-us-claims-tribunal-sea-land-service
s-inc-v-iran-6-iran-us-ctr-at-149-et-seq/> 참조.

811) Dumberry, supra note 3, p.264.
812) Ibid.
813) Fombad, supra note 809, pp.123-124; Dumberry, supra note 3,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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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itimate), 부도덕적(unconscionable), 불공평(inequitable), 불공정

(unfair)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814)

가령 두 회사의 계약 관계에 따른 업무 수행비용이 적절히 지급되지 아

니하였거나815) 외국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절히 지불하지 아

니한 경우816) 등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부당이

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양 당사자 간 경제적 균형(economic

equilibrium)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제가 행해져야 한다.817)

이 때 완전하고(full), 적절하고(adequate), 신속한(prompt) 배상을 요하는

손해(damages)의 경우와 달리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이행의 문제는 부당

한 상황을 해제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구제만을 필요로 한다.818) 따라서

배상액은 취해진 이득의 정도나 손실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선에

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819)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는 이론이 존재한다.820)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ICJ 규정 제38조 1항(c)의 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다.821) 미국-이란 청구재판소는 동 원칙이 일반원칙으로 국제재판소에서

814) Fombad, Ibid., p.123.
815) Schlegel Corp. v. National Iranian Copper Industries Co., Iran-US Claims 

Tribunal, Award No.295-834-2, 27 March 1987, 14 Iran-US C.T.R., 
pp.181-183.

816) William A. Parker (United States) v. United Mexican States, US-Mexico 
General Claims Commission, Award of 31 March 1926, U.N.R.I.A.A., Vol.IV, 
p.35.

817) Christoph H. Schreuer, “Unjustified Enrichment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74), Vol.22, p.300.

818) Fombad, supra note 809, p.124.
819) Ibid., p.125.
820) 미국-멕시코 일반청구위원회는 1931년 Dickson Car Wheel Co. 사건에서 동 원칙

의 국내적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 영역에서의 인정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
다(Dickson Car Wheel Co. (United States) v. United Mexican States, 
US-Mexican General Claims Commission, Award of July 1931, U.N.R.I.A.A., 
Vol.IV, p.676).

821) Dumberry, supra note 3, p.268 각주258; 그러나 Schreuer는 동 원칙이 사법판
결상의 기술(a decision-technique)에 불과할 뿐 규범적 원칙이라거나 일반규칙은 아



- 226 -

적용 가능하며822)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823)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외국인 재산의 수용,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국제기구법, 그

리고 국가승계 등의 영역에서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

다.824) 국가승계의 측면에서는 주로 외국인 투자와 수용, 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국가승계 이전에 이루어진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국가승계 전후 적절한 보상 없이 수용이 이루

어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원칙은 승계국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

의 근거로 활용된다.

부당이득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825)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관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승계국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826) 2015년에 채택된 IIL

니라고 본다. 그는 가령 원상회복을 가능케 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들이 정비된 후에야 일률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Schreuer, supra note 817, p.301). Bedjaoui는 동 원칙이 아직 
국제법적으로는 확립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탈식민의 맥락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Mohammed Bedjaoui, “Problèmes récents de succession d’Etats 
dans les Etats nouveaux”, Recueil des cours (1970-II), Vol.130, p.554); 한편 
Ronzitti는 부당이득 반환원칙이 국내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적 성격을 가지며 선행
국의 위법행위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승계국이 그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되면 피해
국은 승계국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국가통합
의 경우에만 그러하며 영토 일부의 이전이나 신생국의 탄생과 같이 선행국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국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시한다(Natalino Ronzitti, La 
successione internazionale tra stati, Milan, Dott. A. Giuffrè (1970), pp.221).

822) Sea-Land Service, Inc. v.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upra note 478, 
p.168; Schlegel Corp. v. National Iranian Copper Industries Co., supra note 
810, pp.181-183.

823) Benjamin R. Isaiah v. Bank Mellat, Iran-U.S. Claims Tribunal, Award 
No.35-219-2, 30 March 1983, 2 Iran-US C.T.R., pp.236-237. 원문 
<https://www.trans-lex.org/230600/_/iran-us-claims-tribunal-isaiah-v-bank-m
ellat-2-iran-us-ctr-at-232-et-seq/> 참조.

824) Fombad, supra note 809, p.124; Schreuer, supra note 817, pp.281-301.
825) Dumberry, supra note 3, p.273; Patrick Dumberry, “The Use of th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to Resolve Issues of State Succession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2006), Issue 2;  
Volkovitsch, supra note 14, pp.22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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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나 현재 진행중인 ILC의 작업화 과정에서도 부당이득의 문제가 책

임승계여부 판단시의 고려사항으로 제시된다. 가령 승계국이 하나 이상

인 경우에 관한 IIL 결의 제7조 제2항에는 형평한 배분을 위한 고려요소

들 중 하나로 부당이득 방지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분리독립에 관한 제

12조 제5항에도 선행국과 승계국 간 형평한 배분을 위한 고려요소로서

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ILC 조약화 작업의 특별보고자는 불승계원칙

적용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이득금지 원칙이 고려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827) 부당이득금지 원칙을 활용할 경우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 승계규칙의 존부를 결정할 필요 없이 책임승계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선행국과 관계를 맺고 있던 채권자들의 희생을 바탕

으로 승계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승계국

의 ‘형평한’ 보상제공 의무를 판단함으로써 책임승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828)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지 원칙은 국제위법행위

뿐 아니라 국제위법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원용 가

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각 경우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승계 규정

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의 존재만을 이유로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

하다. 다만 부당이득금지 원칙은 주로 부채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용되었

으며 관련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829) 따라서 IIL과 ILC는 동 원칙을

책임승계 판단에 필요한 여러 고려요소들 중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830)

생각건대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적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

인의 희생을 통해 승계국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가 확인된다면 위법

행위의 주체가 선행국이라도 책임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

이득금지 원칙이 책임승계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826) Schachter, supra note 11. p.256.
827) Šturma, Second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p.28, para.104.
828) Ibid.
829) Ibid.
830) Ibid., paras.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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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평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것

이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원칙은 형평의 원칙과 같이 법과 도덕의 경

계에서 엄격한 법칙을 적용함에 따르는 고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던 O'Connell의 설명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31)

3. 신체적 침해책임의 승계

앞서 국가실행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처럼 국가승계시 관련 국가들 간

의 협상을 통해 개인의 피해가 보전된 경우는 주로 재산권 피해가 관련

되는 경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832) 다시 말해 신체상의 침해나 정신적

고통과 같이 재산권과 무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아니하

였으며833) 오로지 개인의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에 대한 배상 목적으로

체결된 보상협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 신체 침해의 경우 국내

외적 청구 제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만834) 관련 사례 또한 극히 드물다.835) 이는 주권면제이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주

권국가는 타국법원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를 향유하는바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국제재판소에서 국가 간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아

니라면 개인이 직접 청구를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아니하였

기 때문이다. 그나마 19세기 말부터 국가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

한적 면제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상업적 활동과 관련되는 피해에 대해서

는 피해구제 가능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UN총회에서 채택

된 「UN 주권면제협약」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831) O’Connell, Daniel Patrick, “Unjustified Enrichmen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56), Vol.5, pp.2-17.

832) Weston et al. (1999), supra note 453, p.62; Lillich and Weston (1975), supra 
note 453, p.182.

833) Weston et al. (1999), Ibid., p.62; Lillich and Weston (1982), supra note 463, 
p.10; Borek, supra note 463, pp.303-304.

834) Borek, Ibid., p.304, note 2.
835) Bishop, supra note 466, pp.7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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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36)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인권과 재산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서 재산권에 관한 조

항837)이 포함된 이래 서구진영과 공산진영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재산권

을 인권조약 내에 규정하려는 노력은 무산되었고 1966년에 채택된 두 개

의 인권조약에도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838) 재산권

조항의 삽입 문제는 유럽인권협약 성안 과정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전후

국유화 프로그램이나 그로 인한 보상 문제가 국제기구에 의해 검토대상

이 된다는 점을 우려한 국가들의 반대로 인하여 협약에는 도입되지 않았

고 추후 추가의정서839)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840) 재산권을 인권의 범

위에 포함하여 협약상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던 것은 인권이 당

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에 비해 재산권의 불완전한 지위를 우려하였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승계 이후 책임의 처리양상을 보

면 재산권 침해 문제에 비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구제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는 상승하였고 국제법적 주체성을 다소간 인정받

고는 있지만 개인은 여전히 국가의 보호를 요하는 존재이다. 국가승계

836) 2004년 UN총회에서 채택된 UN 주권면제협약(UN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은 국가와 외국의 사인이나 법인 간의 상
업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주권면제 주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고용계약에 관한 소송(제11조), 불법행위로 인
한 신체나 유형적 재산피해에 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소송(제12조),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제13조 a호), 국가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
한 재산에 관한 소송(제13조 b호) 등이 있다.

837) 세계인권선언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838) Rosalyn Higgins, “The Taking of Property by the Stat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1983-III), Vol.176, 
p.356.

839) Article 1 (Protection of property) of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amended by 
Protocol No.11, Paris, 20.III.1952. 

840) Higgins, supra note 838,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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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한다. 사인의 권리 중에서도 관습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국가승계와 무관하게 존속하며 국가승계 이후 새롭게 탄생한 국가 내에

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는 책임승계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구제가 요구되는 기본적 인권의 범위 설정이다. 인권은

고문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서부터 공정

한 재판의 문제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

에 관계된다.841) 그러나 인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흔히 인권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라는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기 상

이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842) 다시 말해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포섭 범위는 무한정 넓

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한정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러 국제문서에서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UN 헌

장 서문에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며, 그 내용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전문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인권에도 위계관계

(hierarchy)가 존재함을 상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나 인권의 영역 내

에서도 규범 간 서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명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국제문서들에서 인권이나 자유, 근본적 자유

(fundamental freedoms), 인권과 근본적 자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

지만 통상의 권리보다 상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의 기본적 인권 규범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이러한 상이한

용어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뿐 위계 서열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것

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843) 규범 간의 서열 관계가 명확한 국내법 체계

841)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56, 
p.634.

842)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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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인권 관련 규범들 간에도 명확한 서열 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범세계적 입법기관이나 국내법상의 헌법과 같은 상위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제법 내에서는 의무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

한 측면이 있다.

아마도 국내법적 관념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권 관련 사항들 중 생명권

이나 고문 받지 아니할 권리 등 일부 의무가 다른 권리나 의무보다 중요

시 되어야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가치 판단이 국제법에서도 그

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제법상의 여러 권리

또는 의무들 중에서 위계의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권리를 선택하는 것

은 각기 상이한 법적, 도덕적 가치체계를 가진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844) 그럼에도 ICCPR이나 ICESCR과 같

은 보편적 인권조약이나 ECHR, ACHR, African Charter과 같은 지역적

인권조약상 보호되는 인권의 종류를 비교함으로써 인권의 “공통적인 핵

심”(common core)에 속하는 내용을 확인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845) 선

행국의 국제위법행위 책임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

는 것은 승계국의 국내적 권한 및 이행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승

계국의 헌법체제 내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문제와 관

련해서는 책임승계를 통한 구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Mwandinghi 사건에서 나미비아가 선행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

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도 이 같은 관념에 기초한 인권구

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헌법 제

140조 제3항의 ‘모든 행위’(anything done)의 포섭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히 목적론적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843) Meron, supra note 766, p.5.
844) Meron, Ibid., p.4. 
845)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56, 

pp.6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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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이론(dicta)들이 존재한다. 특히 헌법이 인권이나 자유에 관한 

선언을 담고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846)

“나미비아 헌법 제3장은 ‘기본적 인권 및 자유’(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라는 제목을 가진다. 그것은 [...] 또한 ‘넓은 폭의 

일반성 있는 원칙들을 규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폭넓은 양식으로’ 성안

되어 있다. 게다가 [...] 제3장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관련 권리 또는 

자유를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방향으로 폐기 또는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

어 있다.”847)

“헌법 제140조가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관한 제3장의 일부는 아니나 특

히 개인의 기득권(vested rights of individuals)의 계속에 관련되므로 제3

장 해석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론적이고 

온건적인 방식으로(in the same purposive and liberal manner) 해석되어

야 한다.”848)

나미비아 고등 법원은 나미비아 헌법과 같이 기본권이나 자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경우 엄격한 법의 적용(the austerity of tabulated

legalism)을 지양하고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 및 자유권을 개인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관대한 해석(generous interpretation)을 할 것이 요구

된다고 보았다.849)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개인의 권리가 보

장될 수 있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나미비아로 승계되는 ‘모든

행위’의 범위에 합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법원 또한 피해를 입은 사인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시점에 행정부에게 배상을 청구할 사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고, 이러한

사적 권리는 주권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피해

846)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L.R. (1993), 
p.347.

847)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348.
848)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350.
849) Mwandinghi v. Minister of Defence, Namibia, High Court, Ibid., 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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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자신의 기득권 및 독립 이전에 발행된 소장에 기초하여 청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850) 또한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고등법

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권 및 자유권에 대한 선언이 보장될 수 있

도록 관대하고 목적론적인 해석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851)

법문언의 해석 방식 중 목적론적 입장은 체결된 법문언의 대상과 목적

에 그 해석의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나친 목적론적 접근

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

다.852) 목적론적 해석방식을 취할 경우 자칫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원래

의 법문언 체결 의도와 다른 해석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론적 해석은 당대의 법적 가치를 반영하여 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강

조할 때 간과될 수 있는 법의 현실 적응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

기도 하다. 국가 간 체결 문서인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근세 초엽까지

는 군주의 주관적 의도 파악을 중시하여 국민보다 왕실의 이익보호를 더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목적론적 해석방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당대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나미비아 법원의 헌법 해석 방식은 오늘날 국내법 및 국제법

모두에서 중시되고 있는 인권의 법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었

다고 생각된다.853)

850) The Minister of Defence, Namibia v. Mwandinghi, Supreme Court, Ibid.,  
pp.359-360. 관련하여 나미비아 대법원은 “국제법상 국가승계에 관한 일반원칙의 존재
에 회의적인 학자들도 국가 재산의 획득을 포함한 사적 권리가 승계국 앞에서는 무효라
고 주장하지는 아니한다”는 Shaw의 견해(Shaw, International Law, 2nd ed., at 
454-5)를 인용하며 오직 획득된(vested or acquired) 사적 권리에 관한 원칙만이 학설
상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851) Ibid., pp.363-365.
852) 정인섭, supra note 22, 329-330면.
853) 나미비아 대법원은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목적론적이고 온건적인 해석 방식을 사용하

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amibia and Another v. Cultura 2000 and Another, Supreme 
Court, 15 October 1993, in 103 I.L.R., p. 116. 관련 원문: “A constitution is an 
organic instrument. Although it is enacted in the form of a statute it is sui 
generis. It must be interpreted broadly, liberally and purposively so as to 
avoid the ‘austerity of tabulated legalism’ and so as to enable it to continue 
to play a creative and dynamic role in the expression and th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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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약위반 책임의 승계

조약의 승계란 국가승계라는 사실상황 발생 이후 선행국이 체결한 조

약이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약의 승계와

조약 위반책임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Stern과 같은 학자

는 “조약이 승계되는데 그에 대한 위반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하여 조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의 승계원칙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다.854) 생각건대 승계되는 모든 조약과 관련하여 그로 인

해 형성된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

인다. 국가승계시 승계 당사국의 판단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

해 조약의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모

든 조약에 대해 선행국에게 인정되던 권리 및 선행국에 요구되던 의무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국가에게는 조약의 수정 적

용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선행국의 조약위반행위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련되는 경우 그

에 대한 책임은 승계국에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선행국이 체결하였던 투자보호협정 위반으로 인해 기존에 외국인이 향유

하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전술한 기득권 존중 원칙이나 부당이득

금지의 측면에서 사적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승계를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의존이 심화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의

사적권리 보호는 자국민의 해외투자 및 국외에서의 자국민의 사적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개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인권조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경

우에도 조약의 승계와 함께 책임승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승계라는 현상이 인권보호를 회피하는 수단

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인권조약의 자동승계를

주장한다.855) 즉, 개인의 권리가 국가승계라는 사실상황의 발생 여하로

of the ideals and aspirations of the nation in the articulation of the values 
bonding its people and in disciplining its government.”

854) Stern, Responsibilité, supra note 11,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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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조약에의 구속에 대한 선

행국의 “동의”가 관련영토와 조약 간의 “법적 고리”(legal nexus)를 형성

하는 행위라고 할 때, 자동승계되는 조약이라 함은 그러한 법적 고리가

영토 또는 주민에 부착되어 국가의 동의 여하에 관계없이 유지됨을 의미

한다. 생각건대 특정 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러한 조약체제의 유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논의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였던 인권조약

상의 가치들은 비단 인권조약의 자동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보

호되지 아니한다. 인권조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도 승계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수 있어야만 인권조약의 자

동승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던 근본적인 가치의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권조약은 승계되었지만 국가승계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면 의무만 존재할 뿐 의무의 이행은 담보

되지 아니하는 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논의는 최종적으로 인권조약 위반

책임의 자동승계 논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권조약의 자

동승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승계될 수 있

도록 논의가 모색되어야 궁극적인 인권체제의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현대 국제법상 인권조약의 자동승계는 이론적 차원의 논의에 그

치고 있을 뿐 국가들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856)

855) Mullerson, supra note 227; Kamminga, supra note 785; Kamminga, supra 
note 387, p.100; Matthew C.R. Craven, “The Genocide Case, the Law of 
Treaties and State Succession”. British Y.I.L. (1998), Vol.68;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International Law for Humankind: Towards a New Jus 
Gentium, 2nd rev. ed., Brill Nijhoff (2013), pp.472-476; Milanović, supra note 
378, p.486. 

856) 자유권규약위원회나 ICTY,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조약의 자동승계를 명시적으로 지
지하는 입장에서 승계 대상이 된 인권조약이 국가승계일부터 계속하여 적용되었던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CPR General Comment No.26: Continuity of 
Obligations, adopted at the sixty-first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8 December 1997, CCPR/C/21/Rev.1/Add.8/Rev.1, contained in 
Doc. A/53/40, Annex VII, para.4; Prosecutor v. Zejnil Delacic, Zdravko Mu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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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인권재판소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뿐 아니

라 유럽인권협약 승계시 그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판

단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857) 생각건대 적어도 유럽인권재판

소의 관점에서는 소위 ‘인권적 고려’가 책임승계의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및 유럽인권협약

위반 책임의 승계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결과, 그리고 그에 대

한 회원국의 자발적인 수용은 다분히 유럽지역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한

부분이 없지 않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회원국 국민과

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까지 갖춘 이른바 ‘초국가적’ 혹은 ‘연방적’ 기구로 불린

다.858) 유럽지역에는 이미 유럽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컨센서스가 형성되

어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 결과를 수평적 구조의 국제사

Hazim Delic and Esad Landžo, in the Appeals Chamber, ICTY, Judgment of 20 
February 2001, Case No. IT-96-21-A, p.32, para.111;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p.12, para.69 등을 참조할 것. 그러나 국가들의 실
행은 일관적이지 아니한데, SFRY 해체 이후 승계국들은 인권조약에 대한 승계문서 기
탁일과 별개로 효력 발효일을 승계일자로 소급하였던 반면 구소련 승계국들의 실행에서
는 이 같은 인권조약의 소급적 적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Mullerson은 신생국들이 선
행국의 국제의무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며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고, 이는 조약의 자
동승계가 부정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Mullerson, supra note 227, p.489). 한
편 Milanović는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문제에 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나 
그에 관련된 실행상의 증거는 엉성하다(flimsy)고 진단하며, 추후 관습국제법으로 될 여
지는 있겠지만 아직은 de lege ferenda의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다(Milanović, supra note 378, pp.490-491).; 이 외 인권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논
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Rein Mullerson, “Law and Politics in Succession of 
States: International Law on Succession of States”, in Brigitte Stern (ed.), 
Dissolution, Continuation and Succession in Eastern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p.31; Shaw, supra note 10, p.745; Gerhard Hafner and 
Gregor Novak,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in Duncan B. Hollis 
(ed.),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421; 정
인섭, 『조약법 강의』 (박영사, 2016), 349면; 김대순, supra note 45, 977면; 이규창, 
“국제인권조약 자동승계론에 관한 연구: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
호 (2007); 신용호, “조약의 국가승계와 국가관행”, 國際法學會論叢 제48권 제3호 (통
권 제97호) (2003), 151-152면.

857)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ECtHR, Judgment.
858) 김대순, supra note 45, 1554면.



- 237 -

회 일반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결과는 미주인권재판소나 구유고형사재

판소를 포함한 국제적 감독기제들의 판결 또는 분석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859)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례들은 지역

기구의 특별한 체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일반국제법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권 개념이 중시되고

있는 국제법 현실에서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방식은 ICJ와 같은

일반국제법 체제상의 기제를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참조를 요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약의 승계와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Milanović의 다

음과 같은 설시는 주목할 만하다.

“지금 시점에서 국가책임의 승계가 관련되는 상황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한 가지 논리적으로 분명한 

것은 [...] 조약승계에 적용 가능한 백지출발원칙이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

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should not)는 것이다. 백지출발원칙의 본질

(rationale)은 조약상의 의무가 국가의 동의에 근거한다는 점에 있고 국가

들의 실행을 보건대 국가들은 신생국이 선행국이 동의한 바에 구속된다

는 것을 어리석고 부당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문제는 상

황이 상이한데, 왜냐하면 그 의무가 조약이나 관습상의 국가의 의무를 위

반한 사실 즉, 국제위법행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860) 

조약상의 의무는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동의를 표하지 아니한 신생국을 구속할 수 없지만 국가책임에 따른 의무

는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책임의 승계여부 결정의 기초로 삼아

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국가책임에 따른 의무는

조약의 승계 문제와 달리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승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국가책임의 승계를 정당화하

859) Brockman-Hawe, supra note 382, p.865.
860) Milanović, supra note 378, pp.49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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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국가책임은 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승계시에도

보호되어야 할 사인의 권리라는 측면은 책임승계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승계 불가능한 책임의 유형 및 근거

승계불가능한 국가책임의 대표적인 분류 기준은 국가책임 성립의 기초

가 된 국제위법행위가 지닌 고도의 불법성에 있다. 생각건대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승계 불가능한

책임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국제범죄행위

로 인한 국가책임의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국제범죄행

위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러한 행위 책임이 승계 불가능한 책임으로

분류되어야 한는 근거에 대해 고찰한다.

I. 국제범죄행위 책임

국제범죄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국제범죄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국가책임의 맥락에서 1996년 초안 제

19조에 예정되어 있던 국제범죄행위는 그 위반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

하여 범죄로 승인될 만큼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의무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민족자결

권의 보호, 인간의 보호, 인류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예시하고 있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국제범죄의 행위들은 국가책임과의 병존이 허용되

는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이 관계되는 범죄 행위들이다. 뉘른베르크 제6원

칙에 규정된 개인의 형사책임을 야기하는 국제법상의 범죄는 평화에 반

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이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을 다루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ICC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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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으며, 관할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

략범죄를 아우른다.861) 이들 범죄의 구성요건은 각각 상이하며 적용법리

도 다양하나 공히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을 병존하게 하는862) 주요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범죄로 인하여 성립된 국가책임이 국가의 형사책임을 예정한 것인

지 여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단지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가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

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국가승계 이후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상

의 국제위법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승계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다수의 회의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II. 책임승계 부정의 근거

국제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는 관

련사례의 부재와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이행을 통한 범죄자 처벌 및 피해

자 구제의 가능성, 국제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판단에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 요건으로 인한 일신전속성의 문제, 그리고 형평의 측면에서

일종의 유해행위책임에 해당하는 국제범죄행위 책임을 승계하는 것의 부

당성 등이 관련된다. 이하에서 각각의 근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

1. 관련 사례의 부재

국가책임법에 관한 성문화 노력의 진행 단계를 시기적으로 구분할 때

첫 번째 시도는 1924-1928년 국제법의 성문화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the

86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86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4.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58조 (개인의 책임) 이 조항들은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국

제법상 어떠한 개인적 책임문제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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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for Experts for the Progressiv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의 작업 및 1930년 국제법의 성문화를 위한 헤이그

회의에서 확인된다. 당시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는 영토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 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다.863) 이후 잠시 주

춤했던 국제법적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수립된 UN 체제

하에서 재개되었고, 1955년 특별보고자 García Amador의 임명과 함께

LN에서의 논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국가책임법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관련 문제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이유는 국가책임의 문제가 주로 외국

인의 피해에 관련되었으며 국제재판소에서 결정된 판례(jurisprudence)들

중 대부분이 외국인 및 외국인 재산에 대한 손해에서 기인한 청구였기

때문이다.864) 그러나 국가책임의 문제는 비단 외국인 대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양허나 공공부채, 반란이나 폭도들의 행위와 그로 인한 외

국인의 손해, 청구국적, 자위나 복구 등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요

소들 등 국제법에서 다루어지는 제 분야의 문제들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865) 이에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문제와 국

가책임의 문제 각각이 성문화가 요구되는 독자적 주제로 선정되었다.866)

863) Rosenne, supra note 701, p.1.
864) Survey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Preparatory work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Statut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Memorandum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Doc. A/CN.4/1/Rev.1,  
p.56, para.97. 당초 메모는 익명으로 제출되었으나 추후 Sir Hersch Lauterpacht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한 언급은 Rosenne, Ibid., p.19 및 1969년 5월 9
일 535차 위원회 미팅에 참석한 Liang Yuen-li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See ILC 
Yearbook 1960, Vol.1, p.52, para.33.

865) Memorandum, Ibid., pp.56-57, paras.97-98. 
866) Rosenne, supra note 701, pp.20-21; ILC Yearbook 1949, p.281, para.16. 외국

인의 대우에 관한 주제는 이후 성문화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ILC의 제안에 따라 하버드 
로스쿨에서 기초한 외국인 침해 관련 협약 초안과 주석이 마련되었다(Final Draft with 
Explanatory Notes o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juries to Aliens, in García-Amador et al., supra note 477, p.135 et 
seq.). 최종적인 협약 초안의 채택 이전에 ILC 내에서 진행되었던 논의 및 관련 코멘트
는 ILC Yearbook 1959, Vol.I, pp.147-154 및 ILC Yearbook 1960, V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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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보고자 García Amador는 1930년 헤이그 컨퍼런스의 연장선

상에서 외국인의 침해 문제에 국한하여 국가책임의 논의를 진행하였고,

García Amador의 후임 선정 및 국가책임에 관한 조약화 방향의 재고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ttee)에서의 논의 결과 2001년 국가책임법 초

안의 기초가 된 새로운 접근방식이 도입되었다.867)

성문화 방향의 설정에 관한 소위원회 내에서의 견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일부는 국가책임을 야기하는 제 영역의 문제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인 재산의 침해 문제와 같이 ‘책임의 문제가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영역’(a well-defined sector)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국가책임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던 반면 일부에서는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

시하였다.868) 후자의 견해는 국가책임에 관련되는 규칙을 정의하는 것과

위반 시 책임을 야기하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견

해에 입각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입장은 국가책임을 규율하는 일반원칙을

정의하는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869) 이에 기존에

논의가 진척되어 있던 외국인 침해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 경향이 국가책임에 미치게 될 영향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제

기되었다.870)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law)으로 제시된 평화의 유지 관련 영역

이다. Ago는 개인의 피해에 관련되는 문제와 국제질서의 파괴에 관련되

는 문제가 공히 국제위법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았으며 국가책임은 개

pp.276-283 참조.
867) Report by Mr. Roberto Ago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on State 

Responsibility (Approved by the Sub-Committee), Doc. A/CN.4/152, 16 
January 1963, annexed to ILC Report covering the work of its fifteenth 
session, 6 May - 12 July 1963 in ILC Yearbook 1963, Vol.II, p.227 et seq. 

868) Report by Mr. Roberto Ago, Ibid., pp.227-228, para.4; Nissel, supra note 
701, p.829.

869) Report by Mr. Roberto Ago, Ibid., pp.227-228, paras.4-5.
870) Report by Mr. Roberto Ago, Ibid., p.228, par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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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문제와 국제위법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를 아우르는 법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871) 그리하여 국제범죄의 문제도 국제법상 국가책

임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로서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단지 제2차 대

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게다가 국제분쟁을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으로 구분할 때872)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해결의 대상이었을 뿐 국제법적 규율 대상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사용이 전면적으

로 금지되면서 침략행위가 국제법상 금지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침략전쟁 발발시 국가책임법 내에서 국제법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UN헌장 체제 하에서 개별적 또는 집단

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일종의 특별한 책임체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

였다.873)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분명 정치권의 조력이 없이는

자행하기 어려운 국가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오랜 기간 처벌대상 범죄로

여겨지지 아니하였고, 뉘른베르크 및 도쿄 전범재판소 설치 당시에도 개

인들만 처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874) 독일이나 일

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875)

871) Nissel, supra note 701, p.836.
872) 법률적 분쟁이란 분쟁 당사국이 국제법에 입각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재판을 통한 사

법적 해결이 가능한 분쟁이라면, 정치적 분쟁이란 국제법 이외의 근거를 토대로 다투는 
분쟁으로 사법적 해결이 적절치 아니한 분쟁을 의미한다(정인섭, supra note 22. 1005
면).

873) Nina H.B. Jørgense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Cri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237-238. UN헌장 제7장하에서 허용되는 강제조
치는 국가책임의 성립보다는 국제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해결방식이며 
UN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제재조치도 국제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적 제재라기
보다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진다(P.M. Dupuy, 
“Implication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Crimes of States”, in 
H.H. Weiler, A. Cassese, and M. Spinedi (eds.), International Crimes of State: 
A Critical Analysis of the ILC's Draft Article 19 on State Responsibility (1989), 
P.176; Rosalyn Higgins, Problems and Process: International Law and How We 
Use It,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166).

874) Pemmaraju Sreenivasa Rao, “International Crimes and State Responsibility”, 
in Maurizio Ragazzi (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day: Essays in 
Memory of Oscar Schachte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p.64-66. 

875) Rosenstock, supra note 701, p.275; ILC Commentaries to Part Two,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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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련되는 사례들이 외국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국한되는 것도 외국인 대우의 문제가 주로 영미식 접근방식

에 따라 중재에 기초한 사법적 해결방식을 요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이미 1794년 미국과

영국 간의 Jay Treaty를 계기로 국가 간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으

며,876) 19세기부터 각국 정부는 해외 소재 자국민의 보호를 국제법상의

문제로 간주하였다.877) 반면 국제평화의 유지와 같은 국제질서의 보존

노력에 관계되는 의무의 문제는 국가실행보다는 양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법규범으로

승화한 결과이다.878) 평화의 유지에 관계되는 국제법 규칙은 제2차 대전

이후 UN의 기치 하 무력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이후의 국제법적 현

상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물인 것이다.879) UN체제의 수립은 심지어 전쟁

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변화시켰으며, 국제법의 발달은 이전에 정치적, 도

덕적 해결과제로 여겨졌던 문제들을 법적 해결 과제로 전환시키기도 하

였다.880) 본국의 개입 대상이 아닌 현지의 문제로 분류되었던 외국인 대

우 문제가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함께 국제법적 해결 과제로 인식된 것

III, para.6.
876) Jay Treaty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후속처리를 위해 1794년 미국과 영국 간 체결한 조

약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양국인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
결하도록 하였다. 통상 Jay Treaty는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근대적 효시로 여
겨진다(정인섭, supra note 22, 1009면).

877) 정인섭, supra note 22, 862-863면. 1840년 이후 19세기 말까지 외국인 피해에 관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약 60여개의 혼성청구위원회(Mixed Claims Commission)
가 설치된 바 있다(Ibid.).

878) 同旨 Rosenstock, supra note 701, pp.267, 269-271. 그는 1996년 국가책임법 초
안 제19조의 기초가 되었던 국가범죄의 개념이 냉전 종식 및 아파르트헤이트, 탈식민 
시기를 거친 후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논리가 아닌 
열정과 선동선정(agitation propaganda)에 기초하여 도입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애
초에 위법행위를 구분하고자 하였던 관념은 García Amado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던 
것이며, 만약 냉전이나 아파르트헤이트, 탈식민 등 시대적 이슈에 영합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던 기회주의들이 부재하였다면 그러한 구분은 García Amador가 제안하였
던 구분방식이 위원회 내에서 거부되었던 것처럼 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Ibid., 
p.269).

879) ILC Yearbook 1976, Vol.II, Part 2, p.97, para.6.
880) Cheng, supra note 51. pp.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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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81)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대우 문제 이외에 다른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에 관련되는 국제법규범의 도입이 비교

적 최근에 이루어졌을 뿐 이전에는 국가책임의 범주 내에서 국제위법의

일부로서 논의된 바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882) 다시 말해 이들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법적 승계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는 국가실행의 부재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lex ferenda의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2.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이행

Bosnian Genocide 사건에서 피제소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제노사이드방

지협약 제IX조가 동 협약 제V조 내지 제VII조에 규정된 행위의 금지 또

는 처벌 의무의 이행에 실패한 국가들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제노사이

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는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

소는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883) ICJ는 국가의 제노사이드 방지의무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제1조에서 제노사이드를 하

지 말아야 할 국가의 의무 즉, 제노사이드 금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았

다.884) Bosnian Genocide 사건은 제노사이드 등 반인륜적 범죄가 개인

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에

의하여 또는 국가기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

하여 행하여질 경우 개인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가의 국가책임이 성립

881) 정인섭, supra note 22, 862-864면.
882)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국가책임, 국가승계의 문제 모두에 관계되는 사례로 구유고 

해체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이 존재한다.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되었던 제노사이드 행위는 밀로셰비치 대통령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구유고의 국
가책임 문제를 제기하였고, Croatian Genocide 사건에서는 구유고 책임의 세르비아로
의 승계 문제가 관계되었다.

883) Ibid., p.616, para.32.
884) Judgment 2007, p.113, para.166. 이는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의 개념상 필연적으로 

제노사이드 금지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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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제노사이드 행위 및 그에 대

한 모의, 선동, 미수 또는 공모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과 국가가 각각

형사책임 및 국가책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885) 이로써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이 확실해졌으며886)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종료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처벌 관행”

을 방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887)

그런데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처리 문제와 결부된 상황을 가정할 때 국제범죄의 행위자 개인이 국제형

사책임을 이행하였다면 그와 별개로 성립한 국가책임을 국가승계의 대상

으로 분류하여 승계국에 2차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ICC규정 제75조는 재판소가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

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제79조에 규정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

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승계국에

대한 구제 청구의 가능성을 분리하고 승계국에 구제의무를 부과하려는

IIL과 ILC의 접근방식이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허용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책임의 승계 없이는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의 또는 형평이라는 이름하에 책임승계와 구제청

구 가능성을 분리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

제범죄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국제범죄 책

임을 국가승계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잣대에 입각하더라

885) Pierre-Marie Dupuy,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Antonio Cassese, Paola Gaeta 
and John R.W. Jones (ed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Vol.II,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1091-1099.

886) Dupuy, Ibid., p.1098.
887) 이순천, “ICJ의 보스니아 Genocide 판결 및 평가”, 國際法學會論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2007), 541면.



- 246 -

도 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두 개의 책임은 배타적 이행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시 승계국에 의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승계법 내에는 전통적으로

준수가 요구되어 온 별개의 법규칙이 존재하며 국가책임의 승계라는 이

름하에 전통적인 법규칙이 무효화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국가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졌던

대표적인 근거는 “인적소권은 인격의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는 격언에

기초하였으며888) 특히 불법행위의 경우 고도의 인적속성을 지니고 있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같은 관념의 시작은 로마법

에 기초한 국내사법상의 원칙이었지만 국가들의 실행을 통해 국제법적으

로도 공고히 된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전통적으로 승계 불가능한 행위로 분류되었던 일신전속적 국제불

법행위책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있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이다. 이에 관한 별도의 고찰 없이 국가

책임법 초안에 기초하여 국가책임을 동일한 성격으로 분류하고 일률적인

규칙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본질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일신전속성

(1) 국제범죄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의 관계

국제위법행위가 ‘인적속성’을 지녀 국가승계시 타국에 이전되지 아니한

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책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개인과 국가는 상이하여 국내사법상의 원칙

을 국가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둘째, 오늘날 국내상속법상으로

도 불법행위자의 사망 이후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

888) Cavaglieri, supra note 57, p.374; Udina, supra note 57, p.767; Malanczuk, 
supra note 56, p.169;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56,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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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서 설사 사법상의 원칙을 그대로 국가 관계에 적

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적속성을 이유로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889) 그러나 책임의 승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이 같은 비판이 국가책임의 일부 승계를 긍정하는 근거로는 사

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제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국가책임의

일반적 승계를 긍정하는 근거로 기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공존하는 국가책임

의 형사책임적 성격에 관련된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이 공존한

다고 하여 논리 필연적으로 국가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890) Dupuy는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상 국제범죄 개념이 삭

제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의 형사책임을 주장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침략이나 제노사이드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위법행위가 상호 독자

적인 법체계에 속하는 두 개의 상이한 유형의 책임을 만들어낼 수 있

다. 즉, 그러한 위법행위의 장본인 또는 그러한 행위를 명령한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책임과 그러한 행위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한 국가의 

책임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국가범죄’라는 개념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오랜 기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국가의 형사책임에 

대해 의문을 가진 상황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국가책임법 초안의 

성문화과정상 ‘국가의 범죄’라는 개념이 삭제된 오늘날 그러한 의문이 

동일한 비율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891)

889) 본고 제2장 제3절 참조.
890) Andrew B. Loewenstein and Stephen A. Kostas, “Divergent Approaches to 

Determining Responsibility for Genocide: The Darfur Commission on Inquiry 
and the ICJ’s Judgment in the Genocide Cas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007), Vol.5, pp.843-844; Sam Clearwater,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the Crime of Crimes: An Analysis of Direct State 
Responsibility for Genocide in Light of the ICJ's 2007 Decision in Bosnia v 
Serbia”, Auckland U.L.Rev. (2009), Vol.15, p.14.

891) Dupuy, supra note 885, pp.1098-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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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제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이 병존할 수

있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법 초안의 규정 형식을 보건대 국가

의 형사책임의 존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892)

그러나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병존하는 국가책임이 형사책임의 존재

를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책임을 야기하는 국제범

죄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과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여느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동일한 성격의 국가책임이라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내지 제41조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결과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893) 민형사책

임의 이분법적 시각에 기초하여 국제범죄로 인한 국가책임을 여느 위법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과 동일하게 민사책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894) 이는 형사법상의 일신전속적 불법행위 책임의 승계 불가

능성에 관한 재고의 필요를 제기한다.

892) 다만 국가책임법 채택 당시에도 국가의 형사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국가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을 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이나 제도적 
측면의 결함이 문제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국가의 형사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
었다기 보다는 그것의 운영장치의 부재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Crawford는 국가가 내재
적 속성상 형벌적 제재(penal sanctions)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
며, 이와 관련하여 EU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EU의 벌금부과체
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EU의 벌금체제가 형벌적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데 요구되는 운영장치 측면의 다섯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하며 특히 적법절차(due process)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에
서 관련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형사책임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에 대한 완전한 형벌체제의 도입이나 처벌적 요소를 도입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
각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시각은 국제범죄 개념을 국가책임법에 반영하는 데 결정적
인 장애가 되었다(Crawford, ILC Commentaries, supra note 64, p.19).

893) 국가책임법 초안 제41조 제3항에 관한 주석에는 “추가적인 결과”가 침략금지의 문제
와 같이 개별 1차규칙을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국제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
시되어 있다(ILC Commentaries on Article 41, para.14). 생각건대 국가에 대한 국
제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1차규칙이 도입될 전망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발전양
상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으로 오늘날의 국제법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가부를 예단하
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894) García Amador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양자가 공존하는 경우 
형사책임은 처벌에 관계되며 민사책임은 발생한 손해에 요구되는 적절한 배상의 문제에 
관계된다고 설명하였다(García-Amador et al., supra note 477, pp.10-11). 그에 따
르면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병존하는 국가책임은 민사책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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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책임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신전속성 항변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던 이유는 국가책임에 내재된 ‘과실’ 개념에 기초하였다. 즉, 국

가책임을 판단하는데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

제위법행위는 인적속성을 지니며,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승계가 불가

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895) 그러나 오늘날 고의나 과실은 국가책

임을 결정하는데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에 Stern과 같은

학자는 국가책임이 고의나 과실이 관련되는 인적속성의 위법행위가 아니

라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 위반에서 기인한 경우라면 책임의 이전가능성

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896) 그러던 중 국가책임법 초안이 국

가의 행위와 국제의무위반만을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과실 개념

을 배제하면서 외견상 객관적 책임이론(objective theory of

responsibility)에 입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책임승계의 가능성에 관한

주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897)

그러나 국가책임법 초안이 채택한 객관적 책임원칙은 국가책임을 판단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의 문제를 온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의

나 과실이 책임성립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898) 즉, 고의나

과실의 역할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추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1차규칙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관련 규칙을 해석하고 상이한 법 영역의 기능을 고

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899) 국가책임법 초안 제2조에 관

한 주석에는 “1차의무의 측면에서 정신적 요소(mental element)에 관한

특별한 요건이 부재하는 경우 의도(intention)와는 관계없이 오직 국가의

행위만이 문제가 된다”고 설시되어 있다.900) 달리 말하면 1차규칙상 고

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와 무과실책임을 요건으로 하는

895) Udina, supra note 57, p.767.
896) Stern, Responsabilité, supra note 11, p.335.
897) Dumberry, supra note 3. pp.51-52.
898) Crawford, ILC Commentaries, supra note 64. p.13.
899) Ibid.
900) ILC Commentaries on Art.2, par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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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책임승계의 가능성 자체가 달리 판단되는 국가책임의 유형에 속

한다. 이에 1차규칙상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성립의 요건으로 하는지 여

부는 일신전속적 행위의 승계 불가능성 법리에 따라 책임승계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고찰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제범죄 행위들 중 집단살해의 경우 국가책임 성립에 있어 1

차규칙상 고의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행위에 속한다. 인도에 반한 범죄

나 전쟁범죄, 침략범죄의 경우에도 고의성 요건과 분리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분명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은 별개의

책임체제 하에 속하지만 각각의 책임은 동일한 1차의무 위반에 관계되며

국제재판소는 국제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의 성립을 판단하는데 유사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901) 심지어 ICJ는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과 국가책임을 연계하여 전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후자도 인정되는 것

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902) 국제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책임과 고의성의 문제가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신전속적

행위의 승계 불가능성 법리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Lighthouses 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고도의 인적속성을 책임불승계

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부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부정한

바 있다.903) 그러나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강행규범에 포섭되는 국

제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Lighthouses

중재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양허계약 위반의 문제였고 당시 중재판정

부는 Claim No.11과 달리 Claim No.4의 경우에는 확인되는 액수만큼 승

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아 양허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승계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한 논리를 펼친 것

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일신전속성 논리에

901) Beatrice I. Bonafè,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Martinus Nijhoff (2009), p.71.

902) Beatrice I. Bonafè, “Reassessing Dual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Sequência (Florianópolis) (2016), Vol.73, pp.23, 35-36. 물론 Bonafè는 
국제범죄행위 전체와 관련하여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분석의 기초가 되는 
ICJ의 판결이 오직 제노사이드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903) Lighthouses Arbitration, I.L.R. (1956), Vol.23,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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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반적으로 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승계될 수 있

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책임의 승계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승계의 유형 뿐 아니라 위반된 의무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내용에 이어 일신전속성 항변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

고 있는 것도904)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생각건대 국제범죄행위와 관

련하여서는 일신전속성 항변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2) 국가법인격 및 국가승인과의 관계

일신전속성 논리는 국가법인격의 존속여부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가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국가는 자기책임으로서 국제범

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법인격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만 일신전속성 항변을 통해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승계의 부정

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관련되는 법적 기준은 불명확하며 그 판단에는 국제정치적 요소가

반영되기 마련이다.905) 따라서 국제범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904) Ibid.
905) 동일성·계속성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Marek은 동일성·계속성을 분리 불가능

한 개념으로 보았으며, 동일성은 국가의 생성, 소멸, 변형 등 국가의 존재에 관계되는 
순수한 법적 문제로서 국가보다 상위의 법체계 즉, 국제법을 통해 평가할 문제라고 보
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동일성이란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 하에서 어떤 국가가 지고 
있는 권리 및 의무의 총체를 의미하는바 오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관습법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뿐 법적으로 무의미한 요소들은 
동일성 및 계속성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Marek, supra 
note 27, pp.1-5, 14). 가령 국가의 명칭이나 통치권의 형태(the title of the 
sovereign), 수도의 동일 여부, 주민의 구성 변화 여부 등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요소
들이어서 동일성 및 계속성 판단 시 고려 요소가 아니다(Ibid., pp.127-128). 다만 법질
서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적이며, 법적 동일성이라는 개념 또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
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한다(Ibid., pp.4-5). 그러나 동일성과 계속성을 분
리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Crawford는 국가의 동일성을 법적 권리와 의무의 동일성
으로 보는 Marek의 견해를 비판하며 국가의 존재는 법률관계와는 별개로서 보다 객관
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 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동일성·계속성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영토, 국민, 정부라는 국가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
되 해당 국가의 주장과 타국들의 승인 또는 묵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Crawford, Creation of States, supra note 28, pp.669-672). 생각건대 국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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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성 항변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제범죄행위가 주로 비민주적 독재체제 하에서 발

생하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일신전속성 논리의 활용 가능성에 어느 정

도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 국가승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승계 여

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자국이 선행국과의 동일성·계속성을 부정하며 선행

국의 책임에 대한 승계를 부정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때 국가법인

격의 동일성·계속성에 관한 1차적 판단기준은 자국의 주장이며 그에 대

한 타국들의 승인이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령 승계국이 선행국과

의 동일성·계속성을 부정하며 신생국의 수립을 주장하는데 타국들이 신

생국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경우 그 국가는 신생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것

이다. 그러나 승계국의 신생국 수립 주장 즉, 동일성·계속성 부정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타국들이 그 국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상 신

생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아래 <표 2>에

적용해보면 전자는 C에 해당하며 후자는 D에 해당한다.906)

생각건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며 새로이 탄생한 신

생국은 선행국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승계함으로써 국제사회

에 대한 일종의 진입비용을 치르고자 할 것이다. 신생국이 단지 선행국

이 자행한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법인격

의 동일성·계속성 문제를 빌미로 삼아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

면 정당한 근거 하에 책임승계를 부정하는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승인여

하에 따라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령 C의 경우 국제범죄책임에 대한

일신전속성 항변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나 D의 경우에는 C에 비하여

객관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승인 여하가 국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동일성·계속성 개념을 바라보고 있는 Crawford의 입장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906)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의 실행에서 D의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독
일제국과의 동일성·계속성을 부정하였던 동독의 사례나 제정러시아와의 동일성·계속성을 
부정하였던 구소련의 사례는 모두 C에 해당한다. SFRY 해체 이후 SFRY와의 계속성을 
주장하였으나 국제사회로부터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FRY의 사례는 B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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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법인격의 동일성·계속

성 판단 문제에 내재된 이 같은 일종의 “자정작용”은 국제범죄행위 책임

에 대한 승계국의 부당한 책임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생국의 주장
타국들의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동일성·계속성 긍정 A B

동일성·계속성 부정 C D

<표 2>  동일성·계속성 관련 자국의 주장과 타국의 승인여부 예상

4. 유해행위책임 승계의 부당성

(1) 유해채무의 의미와 국제범죄와의 관계

흔히 승계국이나 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국가채

무를 유해채무라고 하며, 이러한 성격의 채무까지 승계국에게 이행책임

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채무 승계의 예외사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907)908) 1983년 협약 성안 과정에서 특별보고자

907) 정인섭, supra note 22, 601면; Rudolf Streinz, “Succession of States in 
Assets and Liabilities: a New Régime? The 1983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83), p.204; Stern은 유해채무 불승계원
칙이 1983년 협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tern, supra note 11, p.341); Dumberry, supra note 3, p.295; 한편 유
해채무 불승계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Albert H. Choi and Eric A. Posner, “A 
Critique of the Odious Debt Doctrin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John M. Olin Law & Economics Working Paper No.323 (2007) 
<http://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7&context
=law_and_economic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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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med Bedjaoui는 “‘유해’ 채무의 불승계”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

고 유해채무의 정의와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었으나909) 위원회는

유해채무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일반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910) 그런데 2003년 미국과 영국 등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후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유

해채무에 관한 논쟁이 새로이 촉발되었다.911) 최근에는 유해채무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견해들도 다수 등장하였다.912) 생각건대

908) Tinoco 중재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Tinoco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사실상의(de facto) 국내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Great Britain v Costa Rica (the 
Tinoco Arbitration), 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1924), Vol.1, 
p.369; reprinted in A.J.I.L. (1924), Vol.18, pp.149-154). 그러나 Tinoco가 체결한 
대부 계약들의 국제법적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출된 돈이 계약 당시에 의
도한 공적 목적이 아니라 해외여행 등의 사적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상환할 필요
가 없다고 판정하였다(Ibid., A.J.I.L., pp.167-168). 다시 말해 체제의 비헌법적 변화 
또는 혁명적 변화라는 사실로 인해 채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나 부채 자체가 합법성
을 결한 경우 채무 이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09) ILC Yearbook 1977, Vol.II, Part One, A/CN.4/301 and Add.1, pp.67-74.
910) ILC Yearbook 1981, Vol.II, Part Two, p.79, para.43. 1983년 협약 상 유해채무

에 관한 명시적인 조약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해채무 또한 여느 부채와 마찬가지
로 승계의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승계에 
대해서만 당해 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83년 협약 제3조와의 관계에서
(Andrea Gioia, “State Successio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in 
Eisemann and Koskenniemi, supra note 227, p.333) 또는 제33조의 규정상
(Christoph G. Paulus,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Odious Debts’, 
ZaöRV (2008), Vol.68, pp.408-409)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유해채무는 승계
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911) Kevin H. Anders, “International Law and State Succession: A Solution to 
the Iraqi Debt Crisis?”, Utah Law Review (2005); Christoph G. Paulus, 
“’Odious Debts’ vs. Debt Trap: A Realistic Help?”,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5), Vol.31, Issue 1; Anna Gelpern, “What Iraq and 
Argentina Might Learn from Each Other”, Chicago J.I.L. (2005); Volinka Reina, 
“Iraq’s Delictual and Contractual Liabilities: Would Politics or International 
Law Provide for Better Resolution of Successor State Responsibility?”, 
Berkeley J.I.L. (2004), Vol.22.

912) Lee C. Buchheit, G. Mitu Gulati, and Robert B. Thompson, “The Dilemma of 
Odious Debts”, Duke Law Journal (2007), Vol.56, No.5; Paulus, supra note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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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유해채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유해채무에 관한 논의에 천착한 Sack은 독재체제(despotic regime)의

공고화 또는 국민 탄압을 위해 발행된 채무는 전체 국가의 국민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국가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채무를 발행한 체제

의 부채(regime debts) 또는 해당 체제 내 권한자의 개인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13) 어떤 영토의 일부 주민을 예속(subjugate) 또는

식민화하기 위해 발행된 부채도 그러한 영토 내의 국민들에게 유해한 부

채이며, 교전상황에 있는 두 국가 중 일방의 필요에 따른 부채는 상대방

에 대한 적대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러한 전쟁채무(war debts)도 유

해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914) 한편 Bedjaoui는 유해채무란 선행국이

(a) 승계국 또는 이전된 영토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결한 모든 부채, 그리고 (b) 국제법, 특히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

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목적에 따라 체결한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고 정

의하고915) 이러한 유해채무는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916) Sack과

913) Alexander N. Sack, Les effets des transformations des états sur leurs 
dettes publiques et autres obligations financièrs: Traité juridique et financier, 
Société Anonyme du Recueil Sirey (1927), p.157. 그러한 채무가 영토 전체를 구속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국가부채가 국가의 필요나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발행 및 사용되
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채무의 채권자도 채무국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행위(hostile act)를 한 것이므로 해당 채무는 무효라고 한다.

914) Sack, Ibid., pp.163-165.
9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C. Definition of odious debts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rticles, “odious debts” means:
   (a) all debts contracted by the predecessor State with a view to attaining 

objectives contrary to the major interests of the successor State or of the 
transferred territory;

   (b) all debts contracted by the predecessor State with an aim and for a 
purpose not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916) Bedjaoui는 유해채무 불승계 원칙의 적용 대상에 통일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와 관련
하여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승계 유형의 경우와 달리 통일(uniting 
of states)의 경우 승계국은 아마도 모든 부채를 인수(assume)할 것인데, 특히 통일 후 
두 국가가 하나의 단일국가(a unitary State)를 구성하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한다. 반
면 두 국가가 통합하여 연방제에 기초한 연합(union on a federal basis)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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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jaoui의 유해채무 개념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

니하며, 두 학자 모두 주민들의 이익 또는 승계국의 주요 이익을 유해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전쟁채무와 정복채무를 유해채무의 예로 들고

있다.917)

최근에는 유해채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Menon은 승계국의 주요한 이익이나 생존권(right of survival), 독립에

반하여 발행된 채무 또는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위반하여 발행된 채무

는 유해채무로서 승계가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18) 2003년에 발간

된 CISDL(Center for Inter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Law)의 작

업보고서는 동의의 부재, 이익(benefit)의 부재, 그리고 채권자의 인지를

경우에는 유해채무를 발행한 채무국이 여전히 상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승계국의 유해
채무 상환 거부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통일의 경우를 괄호로 
처리하였다(ILC Yearbook 1977, Vol.II, Part One, p.74, para.172). 생각건대 통일
(uniting of states) 이후 선행국의 법인격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분명히 하
지 않아 이 같은 설명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의 경우 승계국이 모든 
부채를 승계할 것이라는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선행하던 두 국가가 적대관계에 있었던 
경우 유해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이전의 설명(Ibid., pp.68-69, 
paras.130-131)과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D. Non-transferability of odious debts
   [Except in the case of the uniting of States,] odious debts contracted by the 

predecessor State are not transferable to the successor State.
917) 다만 Bedjaoui는 이들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유해채무의 하위에 전쟁채무

와 정복채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개념
으로서 체제부채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들 학자들이 공히 전쟁채무 또는 정복채무라고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범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 유
해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익’의 개념이나 범주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
러나 전쟁채무나 예속채무와 같은 채무 유형을 승계가 거부되는 유해채무로 보아야 한
다는 데에 이론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주지할 점은 학자마다 유사한 
개념에 대해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Sack은 독재정권의 예속채무와 
전쟁채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Bedjaoui는 전쟁채무와 정복채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Stern은 정복채무(subjugation debts)라는 용어 대신 ‘노예화’(enslavement)에 대한 
채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Stern, supra note 11, pp.341-342) 개념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918) P.K. Menon, The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Lewiston, N.Y., E. Mellen Press (1991), p.163. 
이 같은 내용은 Bedjaoui의 유해채무 정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국제법 위반 행위들 중에서도 강행규범 위반 행위
를 특별히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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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채무의 요건으로 제시하고919) 유해채무의 유형으로 적대적 채무

(hostile debts)와 전쟁채무, 제3세계 부채를 제시한다.920) 한편 유해채무

라는 개념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유해채무의 이행 결과가 강행규범을 위

반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유해채무의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확인된다.921) 즉, 국제법으로서의 확립 여부가 불투명한 유해채무 개념에

기대어 어떠한 채무가 유해채무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의 무효

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VCLT 제53조의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해채무의 존재

자체가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 사실 채권국의 행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장

은 타당하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16조의 맥락에서 생각할 때 유해채무를

제공해준 채권국의 행위는 타국의 위법행위를 원조 또는 지원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민족자결원칙과 같이

강행규범으로 취급되는 원칙을 거스르는,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목적

의 비용을 제공하고자 채권채무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

한 계약 (또는 협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체결 당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과 충돌하는 조약은 조약법 협약 제53조에 따라 무

919) Ashfaq Khalfan, Jeff King and Bryan Thomas, Advancing the Odious Debt 
Doctrine, CISDL Working Paper, 11 March 2003, pp.14-16. 

920) Ibid., pp.17-19. 적대적 채무나 전쟁채무는 전통적 견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다. 적대적 채무라는 표현은 다소 생소하나 그 사례는 전통적으로 정복채무의 사례로 
제시되어온 벨기에령 콩고의 부채 면제 사례와 베르사유 조약상 독일의 폴란드 점령 관
련 부채 면제 사례이다. 반면 제3세계 부채란 독재 체제 하에서 국민의 이익에 관계없
이 체결된 부채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해채무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주로 비법학자들(Patricia Adams, Odious Debts: 
Loose Lending, Corruption and the Third World’s Environmental Legacy, 
Probe International (1991))이나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제기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안
해낸 것이다.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King은 그동안 유해채무의 문제가 성문화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비판하며 보고서의 내용이 유해채무라는 도덕적으로 긴요한(morally 
compelling) 원칙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적 논거가 되길 희망한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Jeff King, “The Doctrine of Odious Debt Under International Law: Definition, 
Evidence and Issues Concerning Application”, in Khalfan et al., Ibid., p.48).

921) Andreas Fischer-Lescano, “Odious Debts und das Weltrecht”, Kritische 
Justiz (2003), Vol.36, No.2,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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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도입으

로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실에서 전쟁이나 정복에 따른 행위 자체는 이미

국제법 위반이자 강행규범에 반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강행규

범의 정의나 범위가 여전히 불분명하기는 하나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에

서 유해채무를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유해채무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가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를 전쟁

채무 및 정복 채무 등에 한정하였다면 불승계의 대상을 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유해한 행위’(odious act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존재한다. 예컨대 O’Connell은 위법행위 책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논의

의 맥락에서 벨기에령 콩고의 사례를 설명하며 유해행위책임의 불승계를

주장하였다.922) 그는 벨기에령 콩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청구가 콩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위법행위책임에 대한 청구가 불승계

됨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유해채무 문제와 다

르지 아니하다고 설명한다.923)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된 사건

이 위법행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승계국이 선행국의

비난할만한 행위(reprehensible actions)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혐오성(repugnancy)을 가지는지 여부라는 것이다.924) 생각건대

O’Connell의 견해는 위법행위 책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선행국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국이 기꺼이 수락할 만한 것인지 여부

에 달려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국의 ‘비난할만한’ 행위란 어

떠한 채무를 유해채무에 포섭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해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러한 행위의 성격으로 인해 승계국이 책임을 이행하는데 반감

을 느끼게 되는 정도라면 유해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국가책

임도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책임승계가 인정되었던 Lighthouses 중재사건의 Claim No.4와

관련하여 중재재판부는 “Claim No.11과 달리 Claim No.4의 경우 그리스

에 유해하지 아니하며 현금화(liquidation)가 용이하므로 책임이 인정되어

922) D.P.O’Connell, Recent Problems, supra note 12, pp.164-165.
923) Ibid.
924) Ibid..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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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판정하였다.925) 이를 반대해석하면 청구가 ‘유해한’ 행위에

관련되었다면 재판부가 승계국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926)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부채’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의무’(obligations)나 ‘책임’(liabilities)이라는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행위의 유해한 성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927)

집단살해나 인도에 반한 행위, 전쟁이나 침략행위에 관계되는 국제범

죄행위는 역사적으로 비민주적 독재체제와 밀접한 관련 하에서 자행되었

던 행위들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도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국

가의 불법행위 자행에 대한 희생이 요구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던 개인들을 국제형사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새로이

거듭난 국가에게 선행국의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신생국의 주요 이익 및 궁극적으로는 그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유해행위책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선행국의 국가책임을 승계

국에 귀속시키는 경우 실질적인 재원마련의 기초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해채무 불승계의 법리에 따라 승계를 부

정함이 타당하다.

925) Affaire relative à la concession des phares de l’Empire ottoman (Grèce, 
France) (Lighthouses Arbitration), Award of 24/27 July 1956, i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ecueil des Sentences Arbitral, Vol.XII, p.1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 Tribunal estime par conséquent que, contrairement à 
la réclamation n° 11, la réclamation n° 4, qui au surplus n'a rien d'odieux 
pour la Grèce et est susceptible de liquidation aisée, doit être admise.”(밑줄 
추가).

926) Dumberry, supra note 3, p.296.
927) Ibid. 가령 영국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의 West Rand Central Gold 

Mining Company Ltd. v. The King 사건에서 “국제법에 따르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문명국이 다른 문명국을 정복하여 병합한 경우 병합국은 전쟁 과정에서 또는 전쟁의 목
적상 야기된 책임을 제외한 피병합국의 모든 계약적 의무를 승계(takes over)한다”라고 
하였던 제소측의 주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60 -

(2) 국제범죄행위책임 승계의 부당성

앞서 국가승계 이전에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행 방안이 확정된

경우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특히 구제방안이 국가책임법 초

안 제36조의 금전배상으로 결정되어 금액이 확정된 경우 부채승계의 법

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928) 그렇다면 유해채무의 정

의 또는 유형이 전통적인 시각에 기초한 것이든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든 금액이 확정되어 부채로 포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채무 불승계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독재체제의 유지 또는 공고화의 목적으로, 혹은 국제사회에서 자국

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적 위협을 가하

여 타국의 재산 또는 인적 자원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한 금전배

상 책임에 대해 승계국이 여느 부채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행 의무를 부

담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러한 국제위법행위가

승계국에게도 위협적 요인이었던 경우, 다시 말해 승계국 또는 승계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더욱 그러하다.

가령 인접한 두 국가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장기간 독재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체제 존속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는 B국을 포함하여 B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

변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B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다.929) 이 경우 실제로

928) Šturma, First report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CN.4/708), p.21, 
para.76; Kohen, supra note 152, p.167; IIL Yearbook 2015, p.527, para.33; 또
한 선행국의 상업적 의무(commercial obligations)의 범위에 경제적 불법행위
(commercial obligations)도 포함된다고 하는 Tai-Heng Cheng의 견해는 이 같은 시
각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Tai-Heng Cheng, State Succession and 
Commercial Obligations, Transnational Publishers (2006), p.54).  

929) 김은정, “北미사일이 美와 동맹 위협 안해도 요격 검토: CNN보도…美 선제대응 목소
리”, 조선일보(2017.9.21.) 종합A4면; 김덕한, “‘하와이에 北核 날아오면…’ 美, 냉전 후 
첫 核대피훈련 한다: 北核 공포가 미국민을 방공호로”, 조선일보(2017.7.24.) 종합A2면; 
정인설, 이미아, “북한, 1000km 늘려 또 미사일 도발... 괌으로 방향 틀면 한국 상공 
통과”, 한국경제(2017.9.16.) A4면; 박병진, “‘살라미 전술’식 미사일 도발…괌 포위사격 
능력 과시”, 세계일보(인터넷신문, 2017.9.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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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 발사되어 피해를 입는 국가가 발생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확정된 후에 A국과 B국이 국가통합을 달성하게 된다면 B

국은 A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전배상을 이행해야 할 것인

가? Bedjaoui는 유해채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확히 이러한 상황을 가정

하여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930) 즉, 인접한 두 개의 국가가 상호 위협

을 느끼며 군비경쟁을 강화하다가 종국에는 평화적으로 통합된 경우 그

러한 채무는 유해채무에 해당하여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Bedjaoui가 상정한 것은 두 인접국이 군비경쟁 상황에서 부

채를 발행한 경우라는 점에서 상기한 무력도발로 인한 국가책임의 상황

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법행위책임에 대한 금전배상의 경우

에도 결국 부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두

개의 가정적 상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O’Connell의 주장과 같이 유해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까지 유해채무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더욱 간단해진다. 이

경우 승계국 또는 승계국 국민의 주요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에 대한 책

임까지 승계국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실 승계국이나

승계국의 국민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행동이라고 비난

해온 선행국의 국제위법 행위에 대해 승계국이 온전히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Dumberry는 유해채무 불승계에 관한 논리를 국제위법행위의 책임 문

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특히 선행국과 승계국이 상호간

에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하다는 견해를 표명한다.931) 그러면서도

유해행위가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O'Connell의 주장에는 두 가지 정도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15004290> 참조 (2019.1.25. 최종방문).
930) ILC Yearbook 1977, Vol.II, Part One, pp.68-69, paras.130-131.
931) Dumberry, supra note 3, p.295. 한편 Dumberry는 책임승계에 관한 책을 펴내면

서 선행국과 승계국 상호간의 위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논의의 범위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Ibid., p.28). 다시 말해 유해채무의 문제가 오직 제3국의 행위와 관련되
는 경우에만 해당 저서에서 다루게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어 사실상 본문에서 논의 대
상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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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932) 첫째, ‘유해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둘째, ‘유해한’ 행위를 여타의 ‘통상적’(ordinary) 행위

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로

인해 자동적으로 불승계로 연결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형

평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933)

그러나 그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해채무’에 관한 상기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유해행

위의 유해성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사실 국제

법상 확립된 유해채무의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해행위의 정의를 도

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승계국 또는 승계국 국민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채무, 가령 전쟁채무나 정복채무가 유해채무에 해

당한다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승계국 또는 승계국 국민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행위, 가령

승계국에 대한 전쟁 수행 과정이나 전쟁 수행 목적에서 행해진 국제위법

행위나 승계국의 영토 일부 또는 전체를 정복하거나 점령하기 위해 행해

진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해한 행위라고 명명하여도 큰 문제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을 논하고 있는 Dumberry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의 개념이 국가의 입장에서도 검

토를 요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시작부터 이미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도출해낸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초

래할 수밖에 없다. 형평의 원칙은 새로운 법인격을 갖고 탄생한 신생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요구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입

장에 대한 고려에만 경도되어 실제 책임 이행의 주체가 되는 승계국의

수인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

다.

932) Ibid., p.297.
9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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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국가승계의 문제는 일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주

제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1978년 협약 및 1983년 협약으로 대표되는

승계 관련 협약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승계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칙을 도출하고 승계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그러나 두 조약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혹자는 “국가승계는 점진적 발전은 고사하고 성문화에는 부적합한 주

제”934)라고 까지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제 국가승계를 경험한 유

고슬라비아 등은 국가재산이나 부채 등의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1983년

협약의 내용을 많은 부분 원용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승계 관련 협약이

무용한 것으로만은 평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기존의 승계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의 증가로 ILC 내에서 그에

관한 조약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깊이 있게 논

의된 바 없었던 국제위법행위 책임의 승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국가

들의 실행, 국내외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책임의 예외적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택된 2015년 IIL 결의 및 현재 진행중인

ILC의 조약화 작업이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

여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2차규칙을 표방하는 국가책임법은 국가책

임의 성립에서 해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책임 성립의 기초가 되는 국제위법행위는 다양한 국제의무위

반에 관계된다. 그리고 위반된 국제의무의 내용은 국가책임의 승계 가능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

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934) O’Connell, Daniel Patrick, “Reflections on the State Succession 
Convention”, Z.a.ö.R.V. (1979), Vol.39, 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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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승계를 경험한 국가들의 실행을 살펴보면 전통적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던 국가책임의 불승계 원칙과는 달리 국가들은 합의를 통해

국가승계 이전에 발생하였던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선행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인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책임의 승계 경향이 확인

된다는 ILC의 분석은 일정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수된 책임

의 내용은 주로 국유화나 수용 등으로 인한 재정적, 경제적 피해의 문제

에 관계되며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에 관한 책임인수 사례는 많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소위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승계의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책임승계의 사례가 일부 국제의무위반의 경우에 국한되어 나타

나는 것은 책임승계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가책임의 처리방식이 위반된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

인이나 외국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의 문제는 특히 영미법체계를 중심으

로 중재에 의한 해결방식이 선호되어 왔고 현재에도 투자분쟁이나 상사

분쟁의 영역에서는 양자협약에 기초한 중재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는 외교적 보호의 측면에서

청구의 제기여부나 구제여부가 국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한편 중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규율하거나 국제범죄로 분류되는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전통적으

로 국제법적 해결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해결의 대상으로 파악되었기에

관련되는 사법판결을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에 관련되는 국내외 사법판결의 사례가 양허계약 위반이나 대규모

투자계약 또는 그 위반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이처럼 위반된 국제의무

에 따라 국가책임의 처리방식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IIL이나 ILC는 국가승계에 관련되는 여느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승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책임의 승계 논의를 진행하

고 있다. 즉, 일반규정의 성격을 지닌 국가책임법 초안에 기초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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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승계 문제도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

을 전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국가

승계라는 영토변화현상 발생 이후 국가법인격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귀속주체를 파악하면서도 국제위법행위를 자행한 선행국의 국가

법인격 소멸로 인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회피하고자

승계국에게 구제청구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

로 국가승계의 유형들 중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인 분리독립, 신생독립

국, 영토일부이전의 경우 존속하는 선행국이 국가책임을 이행하도록 하

고, 둘 이상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국가통합

의 유형이나 선행국이 소멸하여 둘 이상의 국가로 해체되는 승계유형의

경우에는 영토나 주민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승계국에 대한 책임의

이전 및 형평에 따른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에

도 기존의 영토에서 분리하여 새로 수립된 국가가 이전에 자치기구로서

행한 행위나 민족해방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승계국에의 책임 이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이 국제의무 위반과 행위의 귀속성으로 이

루어진다는 단순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귀속성에 관계되는 국가승계의

유형 뿐 아니라 위반된 국제의무의 성격이나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할 것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 견해로 여겨지는 책임승계 부정론의 근거

가 불법행위가 지닌 고도의 인적속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신전속성 논리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책임의 승계 문제에 대한 별도

의 고찰 없이 국가승계의 유형만을 기준으로 책임의 승계 문제를 결정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위법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리고

찰의 부재는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찬반양론이

나누어졌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승계

의 유형 상 국가책임이 승계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위반된 국제

의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승계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승계가 가능한 대표적 국가책임은 국제위법행위가 개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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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침해에 관련되는 경우이다. 이탈리아의 국가통일운동(Risorgimento)

이후 주권변화와 정부변화의 구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법적 상황에는 변화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생겨났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935)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관념이 더욱 공고

해진 오늘날의 국제법 현실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여부가 국가주

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승계와 관계없이 개

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선행국에 의해 침해된 개

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은 승계국으로 이전되어 보장되어야 한다. 다

만 국가실행을 보건대 재산권 침해의 문제와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 문

제 간에는 책임승계의 가능성에 있어 간극이 확인된다.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결과하는 양허계약이나 투자문제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발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예상된다. 그

러나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침해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로 인

한 국가책임의 경우에 비하여 책임승계의 사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

하다. 그럼에도 Mwandinghi 사건 판결과 같이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

를 위하여 선행국의 국가책임을 인수하는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은 고무

적이다. 생각건대 승계국은 최소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의 보장범위

내에서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

다.

반면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소위 국제범

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경우 국가책임법의 발전양상 및 국가승계법의 법

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승계의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국제형사책임의 추궁을 통해 유책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국가책

임은 병존이 가능하며 이 경우의 국가책임이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특별

히 구분하고 있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범위 및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

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

935) O'Connell (1967), supra note 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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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성립여부 판단에는 고의성이 요구되어 국가승계시 국제범죄 책임

을 이전하는 것은 일신전속성의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국가승계에

관련되었던 국가들의 실행에서도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 사례

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모든 측면들은 국제범죄행위책임의 승계 가능

성에 회의적 요소로 작용한다.

문제는 국제범죄행위책임을 승계 불가능한 책임으로 분류하는 경우 사

실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국가책임의 문제를 승계의 대

상에서 배제하여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책임법 및 국가승계법의

법리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규범화하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귀속성의

문제와 구제청구의 가능성을 분리하여 단지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승

계국에 대한 구제청구를 인정하려는 ILC의 접근방식은 책임승계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가책임법의 법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국제범죄행위에 내

재된 주관적 속성 및 고도의 불법성에 입각한 일신전속성은 국가승계법

의 법리상 승계를 부당하게 한다.

생각건대 국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문제를 무리하게 국가

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로 다룰 필요는 없다.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따

라 국가 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분류하더라도 피해자 구제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대개 국가승계 전후 승계국과 피승계국 간, 또는

승계국과 관련 국가들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 승계 관련 사항을 논

의한다. 국가들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의 내용이 반드시 국가책임법의 틀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및 협상 과정

에서 관련국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상정하게

될 것이고 그 중 국제범죄로 인한 책임을 처리하는 문제는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범죄로 인한 국가책임의 문제를 불승계 대상으로

분류하더라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

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승계 이후 국가책임을 승계하는 문제는 모든 관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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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형평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형평의 원칙은 피해자뿐 아니라 새로운 법인격을 갖고 탄생한 신생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요구한다. 단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국가책

임법 및 국가승계법의 법리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규범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존 국제법이나 국가실행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아니한 내

용을 무리하게 규범화하기 보다는 국제의무위반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책임승계 문제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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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State succession” is defined as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erritory”. When all or part of territory 
is transferred to another State due to acquisition or loss of 
territory, the legal effect of State succession concerns the extent 
of transmiss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had been 
owed by the predecessor State with regard to the territory 
transferred. Until recently, stidies on State succession have been 
usually made with regard to the types or categories of State 
succession and several subjects about which the codification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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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lready completed, i.e., succession to treaties, debt and 
assets, and nationality.

State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that had not been 
covered by the existing documents on State succession, however, 
are gaining interests sin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dopted the resolution on State succession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2015 and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tarted the work of codification on the same issue in 2017.

Traditionally, the predominant views on the question 
whether there is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were mostly 
negative. Such a negative succession rule was based on the 
maxim actio personalis moritur cum person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oman law concept that ex delicto liability does 
not pass from the cujus to the heirs. It was also founded on the 
idea that a State is only responsible for its ow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not for those committed by the predecessor 
State which has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With the 
adoption of the 2001 ILC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questions were raised on the non-succession rule based 
on the personal nature of torts, because mental elements 
including "fault" became a condition to be dealt only in terms of 
the primary obligation and was separated from the establishment 
of State responsibility. Also, there occurred opinions which 
claimed that there are events where the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should be admitted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nd/or the necessity for remedy of victims.

According to ILC, it is time to assess new developments in 
State practice and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States’ responsibility. Moreover, ILC is trying to adopt a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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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based on the idea that 
certain secondary obligations are transferable to a successor 
State. This means that ILC is executing the codific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types or categories of the State succession 
without making any distinctions on the na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volved; by considering the 2001 ILC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s a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Nonetheles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dification 
work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violated.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e related to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ransferability of responsibi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violated obligation. Is it possible to say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dealing with succession to contractual 
responsibility on the one hand and delictu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Analyses on State practice show that most States resolve 
the issue of responsibility occurred before State succession by 
negotiation, and, unlike traditional non-succession doctrine, most 
successor States tend to assume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ILC's conclusion on the existence of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is correct. Such successions, however, were transferred by 
voluntary adoption of successor States. And the assumed 
responsibilities were mostly related to financial or economic 
injuries occurred by nationalization or confiscation. Only few 
cases were related to personal injur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ich show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nternational crimes which has long been consider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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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rather than legal.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difference in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development of State 
responsibility for different rights and obligations.

Therefore studies 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needs to 
make clear distinction between transferable and non-transferable 
State responsibilities. Even in cases where the type of succession 
calls for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reconsideration may be 
requir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rights and obligations 
violated. A classical example of transferable State responsibility 
would be cases where an individual’s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States’ action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individual’s rights with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law, it would not be acceptable to allow previously 
granted individual’s rights not to be guaranteed as a result of 
succession. Successor States should guarantee that personal 
injuries triggered by predecessor State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be remedied to the extent that the rights related are 
guaranteed in their own Constitution.

It is skeptical, however, that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so-called international crimes, i.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ttack, ect. can be 
categorized as transferable responsibility. State responsibilities 
deriving from international crim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erious violations of jus cogens which are dealt differently in the 
2001 ILC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Nevertheless, further 
developments ar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jus cogens 
violation and the way how to regulate them. Furthermore, the 
fact that "fault" is one of the requirements to hold States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crimes prevents th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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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from being transferred to the successor States 
because of its su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wrongfulness.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categorize State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crimes to be transferable.

Ironically, some of the most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caused by international crimes that are categorized as 
non-transferable. However, such problems should not be resolved 
through the doctrine of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solely 
because of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During State succession 
process, related State parties usually negotiate the terms for 
succession and include the agreed terms in a treaty. The content 
of such treaty are not limited to the boundary of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and issues triggered by international crimes 
will usually be treated very importantly and solution to the 
problem will have to be included in the treaty. It is illegitimate to 
develop norms and doctrines in areas where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norms have not yet been developed sufficiently. It is 
more important to enhance legal legitimacy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transferability of responsibility by distinguishing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violated.

keywords : state succession, succession to responsibility, 
distinc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 private rights, international 
crime, principle of equity
Student Number : 2015-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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