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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헌장을 성안하면서 국제연맹의 실2 UN 

패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헌장상의 의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 UN 

을 보장하는 조항인 헌장 제 조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헌장 UN 103 . , UN 

제 조가 의무간의 충돌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는데 그친 탓103

에 출범 초기부터 동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 

다만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 충돌하, 

는 경우 헌장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전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은 UN 25 103

의 ICJ Lockerbie 사건을 통해 확립되는듯하였다 하지만 년대부터 . , 2000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해당 원칙 또한 재고되기 시작한다.

이 글은 이른바 스마트 제재로 일컬어지는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헌장 제 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UN 103

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스마트 제재의 정당성이나 투명성 측면에. 

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장 제 조가 적용, UN 103

될 수 있는지 또는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 

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제 장과 제 장에서는 그간 헌, 2 3 UN 

장 제 조에 관한 담론을 종합하여 나름의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보았103

다 헌장 제 조는 국제연맹 규약 제 조와는 달리 기본적인 원칙. UN 103 20

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헌장과 조약간의 충돌이 아니라 특정 조약으로, 

부터 도출되는 의무간의 충돌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는 점이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 조항이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 . , UN 

헌장상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는 바 양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 

다 또. , Lockerbie 사건의 법리에 비추어 안보리 결정을 준수할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안보리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 

적법하게 법적 구속력을 의도할 목적으로 채택된 결정이라면 헌장 UN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다2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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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 헌장 제 조에 합목적적인 해석임을 확인하였다UN 103 .

상기한 해석에 비추어 제 장과 제 장에서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와 4 5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을 중심으로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이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헌장 제 조를 적용하는 방UN 103

식을 따져보았다 그 결과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 , 

권리를 보장할 의무간의 충돌이 존재할 수 있는지 동 결정으로 인하여 , 

강행규범에 준하는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헌장 제 조가 원용될 수 있다UN 103

고 보았다 다만 설령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를 . , 

이행할 의무가 동 조항에 따라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제재 대상자에 대, 

하여 회원국이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을 제공할 의무까지 배제하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 헌장 제 조는 의무간의 충. , UN 103

돌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일시적인 방편으로 원용될 수 있을 뿐이지 궁극

적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를 수호하기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회원국이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 , 

인의 권리 및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재 체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주요어 헌장 제 조 국제연맹 규약 제 조 의무의 충돌 안보리 결의: UN 103 , 20 , , , 

헌장 제 조 스마트 제재 국내적 이행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UN 25 , , , , 

재판소 인권 보호 조화로운 해석 체계적 통합, , , 

학  번 : 2018-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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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문제의 제기1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2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게 출범한 이 국제연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 UN

도록 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국가들은 헌장상의 의무 이, UN 

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것에 합의한다 회원국의 헌장. “UN 
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 조가 그것이다 그러” UN 103 . 

나 동 조항은 비교적 간단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출범 초기, 

부터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후 가 헌장 제 조 및 . , ICJ UN 25

제 조에 따라 의무간의 충돌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103 , UN (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 ‘ ’) 결의를 준수할 회원국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원칙

을 확립한 것을 제외하고는,1) 아직까지 헌장 제 조의 해석 및 적 UN 103

용에 관한 명확한 일반론이 수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안보리가 점차 테러나 공습과 같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 유, 

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헌장 제UN 103

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가 재조명되었다.2) 특히 헌법적 질서로  , 

간주할 만큼 인권 보호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

로 안보리의 제재 조치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 

청구인들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안보리. , 

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헌장 제 조에 따라 당연히 우선한다는 UN 103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회원국의 기대와는 달리 유럽사법재판소와 UN , 

1) Lockerbie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는 본고 제 장 절에서 후, 3 3
술하도록 하겠다.

2) Andreas Paulus and Johann Ruben Leiss, “Article 103”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II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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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는 헌장 제 조의 적용을 배제하기에 이른다UN 103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건대 회원국이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 과, UN 

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의무간의 상충 상황에 대해 헌장 제 조가 UN 103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안. , 

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 보장 의무 모두 의 목UN

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3)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헌장 제 UN 103

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 

럼에도 관련 주제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4)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논의 또한 대개 헌장  UN 

제 조의 적용 방식에 관한 담론103 5)보다는 국제법과 국내법 내지 공동체 

규범간의 관계나,6) 제재 조치의 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논의의 일환에 

3) 헌장 제 조 항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항은 인권 보호에 관한  UN 1 1 , 3 UN
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4) 헌장 제 조에 관하여 분석한 논문은 한성균 의  UN 103 , 103『國際聯合憲章 第 條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및 이중범 유엔 의 ( , 1974) , “ 103』硏究 憲章 第 條

에 관한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 호 면이 있”, 34 2 (1989), 67-82上位規範性 研究
다 그러나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에 대하여 헌장 제 조가 적용될 수 . , UN 103
있는지에 관하여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헌장 제 조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UN 103 Robert Kolb, L ’article 103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를 참조 (Adi-Poche, 2014) .

6) 관련해서는  Gr inne de B rca,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á ú
International Legal Order After Kadi”,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1, No.1 (2010), pp.1-50; Katja Ziegler,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but Fragmenting International Law: The Kadi Decision of the ECJ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Vol.9, Issue 2 

등을 참조 또한 헌장 제 조는 유럽인권재판소가 (2009), pp.288-305 . , UN 103
제시한 동등 보호 원칙 기준 판단 논의의 연장(test of equivalent protection) 
선상에서 검토되기도 하였다 동 원칙은 회원국이 어떤 국제기구의 결정을 .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 상(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의 의무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구가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수, 1) 
준에 준하는 정도의 기본권 보호를 제공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2) 
에서 유럽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충하는 의무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관련해서는 . Bosphorus Hava 
Yollari Turizm ve Ticaret Anonim irketi v. Ireland    Ş    [GC] (App. No. 45036/98), 

및 ECtHR, Judgment of 30 June 2005, para.155f Maurizio Arcari, “Forgetting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Some Perplexities on ‘Equivalent Protection’ 
after Al-Dulimi”,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Zoom-in, Vol.6 (2014), 

등을 참조pp.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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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토되는 정도에 그친다.7) 따라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안보리의  , 

제재 결정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에 대한 헌장 제, UN 

조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 조항의 의미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103

고 생각된다.

제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2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안. 

보리 제재 조치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가 부연하자? 

면 안보리는 헌장 제 조 항에 의거하여 의 목적 및 원칙에 따, UN 24 2 UN

라 활동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인권이 안보리의 제재 조치로 인하여 . , 

정당한 제한 사유 없이 침해된다면 해당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만약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무를 . 

회원국에 부담할 수 있다면 유럽의 재판소들이 판시한 바와 같이 더 이, 

상 헌장 제 조를 원용할 수 없는가UN 103 ? 

상기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 글은 먼저 기존의 , 

헌장 제 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인 담론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UN 103

검토하여 동 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특히 안보리 . ,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헌장 제 조상의 헌장상의 의무로 포섭UN 103 UN 

될 수 있다고 판시한 Lockerbie 사건의 법리를 바탕으로 헌장 제UN 25

조 및 제 조간의 관계 파악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안보리 결정을 103 . ,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 유럽

의 재판소들이 내린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헌장 제 조의 적용 가UN 103

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헌장 제 조의 해석에 , UN 103

전제되는 제정 배경 과 규정의 내용에 관한 담론을 정리하여 헌장 (II) UN 

7) 대표적으로  Kushtrim Istrefi, European Judicial Responses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 Consequentialist Assessment 를 참조 (Brill Nijhoff,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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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가 원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이후 안보리 103 (III). 

제재 결정의 한 유형인 스마트 제재의 특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

고 유럽의 재판소들이 의무간의 상충을 배제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 

토한다 그 중에서도 유럽인권재판소가 일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IV). 

행 의무와 권리 보호 의무를 조화롭게 해석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 UN 

헌장 제 조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103 (V). 

으로 결론에서는 헌장 제 조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안보리 UN 103 , 

제재 체제의 내재적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마친다(VI).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제 장에서는 헌장 제 조의 , 2 UN 103

교섭과정과 함께 동 조항의 모체가 된 국제연맹 규약 제 조상의 규정과 20

헌장 제 조를 비교 분석한다 기존의 규약상의 규정이 체계적이고 UN 103 .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헌장 제 조가 기본적인 , UN 103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혁적인 방식으로 탐구한

다 제 장에서는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특별한 유형. 3

의 협약으로 분류되는 헌장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UN 

다 헌장의 해석론과 더불어 학술적 논의와 의 판례를 분석하는 문헌. ICJ

적 방식에 입각하여 헌장 제 조상의 내용을 요소별로 음미하고 동 UN 103

조항이 원용될 수 있는 의무간의 충돌 상황을 그려본다 다만 지면의 . , 

제약 상 헌장 제 조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안보리 제UN 103 , 

재 결의와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 장에서는 스마트 제재 중에서도 재판소 회부의 대상이 되었던 대4

이라크 제재와 대테러 제재의 특성 및 절차적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한

다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 , Kadi 사건과 유럽인권재판소의  Nada 및 

Al-Dulimi 사건에서 재판소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회원국의 UN 

의무와 개인의 권리 보장 의무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였는지를 UN 

헌장 제 조의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103 . 5

가 안보리의 결의를 인권 보호라는 의 목적에 비추어 최대한 조화롭UN

게 해석하고자 한 방식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안보리의 스마트 제재 , 

조치에 대한 헌장 제 조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본다 헌장 제UN 103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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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원용될 수 있는 경우 동 조항 상 우선한다는 의미가 의도하는 103 , 

법적 효과를 파악해보고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헌장 제 조의 , UN 103

원용 가부의 검토가 불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해본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헌장 제 조는 지극히 예UN 103

외적인 경우에 원용될 수 있는 충돌 해소 조항이지 안보리의 그늘 뒤에 

숨어 특정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호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해당 문제는 헌장 제 조. , UN 103

가 아닌 안보리의 제재 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재고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마친다.

한편 본 연구는 의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UN

서 직면할 수 있는 의무간의 충돌 상황에서 헌장 제 조를 해석하UN 103

고 적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헌장 제. , UN 

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질서와 여타 법질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103

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안보리 제재 조치와 관련된 여러 . , 

법적인 문제들에 역시 논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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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헌장 제 조의 제정 배경2 UN 103

제 절 국제연맹 규약 제 조의 법적 의의1 20

제정 목적 및 규정 내용1.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약속(commitment)은 국제연맹 규약 제 조로20

부터 출발한다 전승국들은 제 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 1

위해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을 체결하였다.8) 그러면서  

전승국들은 동요된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들의 조화로운 관

계와 집단 안보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항구적인 평화 수립을 위해 조약 

제 부에 국제연맹 규약을 포함시킨다1 .9 ) 그 중에서도 국제연맹 규약 제 , 

조는 연맹의 회원국들이 규약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20

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동 조항은 규약과 여타 국가 . , 

간의 합의가 충돌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적인 장치를 마

련하고 있는데 규약 제 조는 하기와 같다, 20 :10 )

8) 라고도 불리는 베르사유 조약의 원문은 Treaty of Peace with Germany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Paris Peace 
Conference, 1919, Vol.XIII,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7), 

을 참조Document 1 .

9) 이하 President Woodrow Wilson’s Fourteen Points, 8 January 1918 ( , 
‘Fourteen Points’) available at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 tury/wilson 

최종 접속일 년 월 일 및 국제연맹 규약 전문을 참조14.asp ( : 2019 10 29 ) .

10) 국제연맹 규약 제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0 : 

   (1) The Members of the League severally agree that this Covenant is 
accepted as abrogating all obligations or understandings inter se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terms thereof, and solemnly undertake that they will 
not hereafter enter into any engagements inconsistent with the terms 
thereof.

   (2) In case any Member of the League shall, before becoming a Member of 
the League, have undertaken any obligations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is Covenant, it shall be the duty of such Member to take immediat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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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맹의 회원국은 규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상호 간의 의무1. 

나 조약(understandings)11)은 동 규약에 따라 폐기되는 것으로 각기 동의하

며 이후 규약상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협정 을 체, (engagements)

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국제 연맹의 회원국은 회원국이 되기 이전 규약상의 규정과 양립할 수    2. 

없는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 경우 그러한 의무로부터 해제 될 , (release)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동 조항은 연맹 회원국들의 협정 체결 권한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삽입되었다.12) 그럼에도 성안 당시에는 다른 조항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 

이 존재하지 않아 큰 논란 없이 채택되었다.13) 그러나 동 조항을 면밀 , 

히 살펴보면 회원국의 국제 의무에 대한 변경이나 제한을 가하고 있어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국제연맹 규약 제 조는 규약의 체결 전후를 기준으로 회원국 상호간20 , 

(inter se) 및 회원국 비회원국 간 관계에서의 의무를 구분한다 구체적으- . 

로 제 조는 규약 이전 존재한 국제연맹 회원국 간 체결한 조약 , 20 (1) (2) 

규약 이전 존재한 국제연맹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체결한 조약 규약 (3) 

to procure its release from such obligations.

11) 비록 오늘날 은 양해 또는 합의로 번역되지만 베르사유조약  “understanding” , 
제 조에 의거하여 영어와 함께 정본을 구성하는 불어본의 의 의440 “entente”
미를 살려 조약이나 협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Hans 
Kelsen, Legal Technique in International Law 이하(Geneva, 1939), ( , ‘Legal 
Technique 한편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나 조약은 서로 다른 ’) p.149. , 1
법적 성격을 가진 합의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제 조상의 , 21

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포“regional understandings like the Monroe Doctrine”
함되었다 따라서 양자를 사실상 동일한 계약상의 의무로 통칭하여도 무방. , ( ) 
할 것이다 관련 교섭 기록은 . David Miller, The Drafting of the Covenant 

및 를 참조(G.P. Putnam’s Sons, 1928), Vol.I, p.460 Vol.II, pp.383-384 .

12) Jean Ray, Commentaire sur le Pacte de la Soci t des Nations, selon la é é
Politique et la Jurisprudence des Organes de la Soci té é (Recueil Sirey, 
1930), p.568.

13) 전반적으로 동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당연한 규정이 
라고 생각되었으며 별도의 수정안이나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 David 
Miller (Vol.I), supra note 11, pp.198-199.



- 8 -

가입 이후 국제연맹 회원국 간 체결될 조약 규약 가입 이후 국제연(4) 

맹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체결될 조약 등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4

다 이하에서는 크게 규약 채택 이전의 조약과 규약 채택 이후 체결될 . 

조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규약 체결 전에 국제연맹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은 제 항의 전단, 1

에 의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 경우((1) ).14) 국제연맹 규약 제정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건대 비밀 외 , 

교와 오랜 동맹 조약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므로 청산의 대상이라

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자리하였다.15) 즉 동 조항은 규약 제 조에 규정 , 21

된 평화 유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정16) 및 사무국에 정식으 

로 등록된 조약을 제외한 제 조( 18 ),17 ) 규약과 양립이 불가능한 조약이나  

의무는 폐기 된다는 법적 효력을 강조하고자 삽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 .18 ) 

14) Robert Kolb, supra note 5, p.42;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15.

15) Emmanuelle Wyatt, “Article 20”, in Robert Kolb (ed),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du Pacte de la Soci t des Nationsé é  (Bruylant, 2015). p.789;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3rd ed.), Vol.I, Peace, (Longmans, 

일명 열린 외교 는 국제연맹 규Green & Co, 1920), p.285. ‘ (open diplomacy)’
약의 토대가 되기도 한 윌슨의 개조 원칙 중 제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기14 1
도 하다. Fourteen Points, supra 참조note 9 .

16) 제 조는 평화 유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한 예로 중재 조약 21
과 지역적 협정 을 들고 있는(treaties of arbitration) (regional understandings)

데 교섭 과정에서 제 조와 관련하여 지역적 협정의 일종인 먼로 독트린과 , 20
관련된 논의가 가장 많았다 관련해서는. , Jean Ray, supra note 12, p.571 et 
seq.; David Miller (Vol.II), supra note 11, pp.381-384; Emmanuelle Wyatt. 
supra 등을 참조note 15, pp.798-801 .

17) 규약 제 조에 따르면 규약 채택 이후 연맹의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모든  18
조약 혹은 국제 약정 은 사무국에 즉시 등록되어야 (international engagement)
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무국에 의해 고시되어야 하며 등록되기 전까, 
지 어떠한 조약이나 국제 협정은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는 동 조. Butler
항이 열린 외교를 표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Geoffrey Butler, 
A Handbook to the League of Nations (Longmans, Green & Co, 1919), p.61, 
note 1.

18) Hersch Lauterpacht, “The Covenant as the “Higher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7 (1936), p.54; Robert Kolb, supra note 5, p.42; 
Emmanuelle Wyatt, supra 한편 은 동 조항이 신법우note 15, p.792. , Kelsen
선원칙(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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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은 및 의 경우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의 경우 이미 2 (1) (2) , (1)

제 조 항의 전단에 의하여 폐기되므로 사실상 동 규정이 의 경우만20 1 (2)

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19) 다만 제 항 전단과  , 1

제 항 모두 규약 이전에 체결된 조약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규율 2 , 

내용은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 

제 항의 전단은 회원국 간 체결된 조약의 자동적 폐기 를 규정하고 있1 ‘ ’
다.20) 반면 제 항은 오로지 회원국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 2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 3

수 없다(res inter alios acta)는 조약의 상대효 원칙에 따른 것이다.21) 

또한 제 항의 전단이 양립 불가능한 조약 자체가 폐기된다고 규정하, 1

고 있는 것과 달리 제 항은 그러한 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부과되는 의, 2

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금의 헌장 제 조와 유사한 측면이 UN 103

있다.22) 그러나 제 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2 , 

정확히 연맹의 회원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

다 나아가 동 조항에 따라 제 국과 체결한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 , 3

않기 때문에 연맹의 회원국이 규약과 양립 불가능한 조약상의 의무로부

터 해제되기 전까지 회원국은 제 국과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3

여야 한다.23)

한편 규약의 입안자들은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규약 채, , 

택 이후에도 연맹 회원국들이 회원국 및 제 국3 본고에서 상정한 과 의 ( (3) (4)

경우)24)과 양립 불가능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 조 20 1

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는데 관련해서는 ,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를 참조note 11, p.149 .

19)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note 11, p.150.

20)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15.

21) Jean Ray, supra note 12, p.587; Charles Rousseau, “De la compatibilit des é
normes juridiques contradictoires dans l’ordre International” General Review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39 (1932), p.160; Robert Kolb, supra note 5, 
p.44; Emmanuelle Wyatt, supra note 15, p.793.

22) Robert Kolb, supra note 5, p.45.

23) Emmanuelle Wyatt, supra note 15, p.749;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note 11,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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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후단을 포함하였다.25) 그러나 제 항의 후단은 엄숙하게 서약한다 , 1 ‘ ’
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규약과 양립 불가능한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 

침묵하고 있어 법적인 하자 없이 체결된 조약이라면 크게 두 가지 법‘ ’ 
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규약 채택 이후 회원국 간 체결된 조약이 규약과 양립할 , 

수 없다면 의 경우((3) ) 이론적으로 동 조약은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우선, 

한다고 볼 수 있다.26) 혹은 적어도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규약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고 해석할 여

지도 존재한다.27) 다만 국제연맹 규약 제 조 항에 따르면 26 1 ,28) 이사회  

전원 및 총회의 회원국 과반이 비준하여야 개정안이 발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의 효력을 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 

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규약에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사료된다.29 ) 

24) 동 조항이 규약 채택 이후 연맹 회원국과 제 국간 체결된 조약을 포함하는 3
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어본과 불어본이 ,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영어본은 . , 
“solemnly undertake that they will not hereafter enter into any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engagements inconsistent with the terms thereof” , 
어본은 “s’engagent solennellement n’en pas contracter l’avenir de à à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불어본의 이 앞의 semblables” . “en” “obligations ou 
ententes inter se”를 받는다고 간주하면 회원국 간 체결되는 조약만이 규율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보건대 더 넓은 . , , 
의무를 부여하는 영어본을 따르는 것이 규약에 합목적적이라고 본다 관련해. 
서는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note 11, p.150; Jean Ray, supra 
note 12, p.569; Emmanuelle Wyatt, supra note 및 참조15, p.792 note 38 .

25) David Miller (Vol.I), supra note 11, p.199; Jean Ray, supra note 12, p.568; 
Olof Hojer, Le Pacte de la Soci t des Nations: Commentaire Th orique et é é é
Pratique (Editions Spes, 1926), p.348. 

26)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note 11, p.149; Robert Kolb, supra 
note 5, p.43.

27)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note 11, p.149; Emmanuelle Wyatt, 
supra note 15, pp.791-792.

28) 제 조 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6 1 : “Amendments to this Covenant will take 
effect when ratified by the Members of the League whose Representatives 
compose the Council an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League 
whose Representatives compose the Assembly.”

29) Hans Kelsen, Legal Technique, supra note 11, pp.149-150; Emmanuelle 
Wyatt, supra note 15, p.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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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회원국이 제 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의 경우((4) ) 국제, 

연맹 규약은 회원국에만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규약상의 내용이 비회, 

원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 국의 동의가 전제된다3 .30) 즉 회원국과 제 , 

국이 규약 채택 이후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제 국은 당해 조약이 규약과 3 3

양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규약과 양립 불가, 

능한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31) 반면 연 , 

맹의 회원국은 규약 또는 제 국과 체결한 조약 둘 중 하나의 의무 위반3

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연맹 차원에서는 위반국에 대해 제 조 . , 16

항4 32)에 의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33)

다만 지금까지 제 조에 관한 논의는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 20

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자면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 , 

되는 조약과 규약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34) 그렇다면 제 조가 상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상 20

황을 의미하였는가?

국제연맹 수립 초기까지만 해도 공수 조약(offensive and defensive 

treaties)이 규약과 양립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고 갔다 세실 . 

경(Lord Robert Cecil)은 국제연맹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재 , 

30) 한편 헌장 제 조 항은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 UN 2 6 “ ,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제 국에 대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ensure) ” 3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31) 반면 는 제 조 항의 후단 부분이 제 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 Lauterpacht 20 1 3
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제 국은 계약 능력이 제한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 , 3
였으므로 계약 능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택된 조약의 효력이 없다

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 제 국은 규약을 무시할 (inoperative) . , 3
수는 있어도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
지를 강화한다.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을 참조18, p.60 .

32) 제 조 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 4 : “Any Member of the League which has 
violated any covenant of the League may be declared to be no longer a 
Member of the League by a vote of the Council concurred in by the 
Representatives of all the other Members of the League represented 
thereon.” 

33) Jean Ray, supra note 12, p.571; Robert Kolb, supra note 5, p.44.

34) Robert Kolb, supra note 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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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평화와 법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 

동맹(defensive alliance)을 규약과 양립 가능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

장을 제기하였다.35) 그러나 성질 그 자체가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반 , 

하지 않더라도 방어 동맹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규약에 합치하는 것처럼 ,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위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

이 있었다.36) 즉 이 경우 규약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 , 

로,37) 결국 조약의 규약 양립 가능성은 사건 별로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38) 그러나 규약 상 양립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 

수 있는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법적인 흠결이 존재하였

다.39) 오히려 제 조상 양립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이탈리아의 에티오 , 20

피아 침략행위에 대하여 규약 제 조에 따른 제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16

연맹이 여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발전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사건에서의 적용2. -

년 월 일 영국령 소말릴란드1934 12 5 (Somaliland)와 에티오피아 아비시(前

니아) 사이의 경계 미획정 구역인 왈왈 (Walwal)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토착군과 에티오피아 군대 간 교전(engagement)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40) 양국 간의 분쟁 해결과 관계  

35) Olof Hojer, supra note 25, p.348.

36) Ibid.

37) 는 해당 상황을 또는 라고 칭 Lauterpacht ‘potential conflict’ ‘latent conflict’
한다.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18, 또한 외관상 pp.58-59. Pauwelyn 
충돌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단 의무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경우 충돌이 발
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는 제 장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3 . Joost 
Pauwelyn,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ow WTO Law 
Relates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76 et seq.

38) Olof Hojer, supra note 25, p.348.

39) Jean Ray, supra note 12, p.570; Robert Kolb, supra note 5, pp.46-47; 
Emmanuelle Wyatt, supra note 15, pp.796-797.

40) 왈왈 지역에서의 교전과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Quincy 
Wright, “The Test of Aggression in the Italo-Ethiopian War”,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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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국제연맹은 조정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 중에

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국가 간의 관계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이 “
발생하는 경우 전쟁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는 규약 제 조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전쟁을 정책 수단으로 ” 12

활용한 것에 대하여,41) 국제연맹은 최초로 침략국을 상대로 규약 제 조 16

에 의거 집단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의한다.42) 다만 국제연맹 , 

의 회원국은 이탈리아에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에 앞서 제재 조치가 유, 

발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하여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산하의 법률소위원회 이하 법률소위(Legal Sub-Committee, ‘ ’)에 

자문을 요청하였다.43) 

먼저 법률소위는 이탈리아와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제재 , 

조치로 인해서 조약상의 의무 이행을 중지하여야 하는데 이탈리아는 별,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을 참조하고, Vol.30, No.1 (1936), pp.45-56 , 상세
한 설명은 Report of the Council under Article 15, paragraph 4, of the 
Covenant Submitted by the Committee of the Council on October 5th and 
Adopted by the Council on Oc tober 7th, in League of Nations Official 
Journal, Vol.16, Issue 11 (1935), pp.1605-1628; John Spencer, “The 
Italian-Ethiopian Dispute and the League of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등을 참조, Vol.31, No.4 (1937), pp.614-641 .

41) Minutes on the Seventh Meeting of the 89th Session of the Council, in 
League of Nations Official Journal, Vol.16, Issue 11 (1935), p.1225.

42) 제재 조치는 지금의 안보리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고 년  , 1935 10
월 일 총회의 권고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 에 10 (Co-ordination Committee)
의하여 부과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위해 별도로 설치. , 
한 소위원회 또는 으(Sub-Committee; Little Committee Committee of Eighteen
로도 알려져 있음 가 제재 조치에 대하여 제안하면 조정위원회가 이를 채택) , 
하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위원회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 
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고 난 직후 관련 내용이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월 , 11
일자에 확정 및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조정위원회 설립 결의는 18 . League of 

Nations Official Journal, Special Supplement 이하 , No.145 (1935), ( ‘Special 
Supplement, 를 참조하고 제재 조치에 관한 결정은  No.145’) p.2 , Special 
Supplement, No.145 pp.19-21, 24-27; League of Nations Official Journal, 
Special Supplement 을 참조, No.146 (1935), pp.7-8 .

43) 법률소위는 조정위원회가 취할 조치의 법적 검토를 위해 동 위원회가 산하 
에 설치한 위원회로 벨기에 영국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 , , , , , 
총 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6 . Special Supplement, No.145, supra note 

참조42, p.141, Annex 2 .



- 14 -

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44) 다만 이탈리아가 호혜성의 원 , 

칙에 따라 조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보류(withhold) 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liability)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45)

다음으로 법률소위는 채권, (credits) 거래 및 상품의 매매를 금지하는 

어떠한 국제적인 조약(entente)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호 및 불가침 조약이 제재 조치와 양립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법률. 

소위는 동 조약의 체약국이 모두 연맹의 회원국이므로 규약 제 조 및 16

제 조에 따라 규약 합치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 .46) 설 

령 조약의 체결 당시 체약국 중 일국이 연맹의 회원국이 아니었거나 문, 

제가 되는 조약이 규약과 관련된 유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다.47)

마지막으로 법률소위는 연맹의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이 ,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수송의 통제 혹은 

중단을 필요로 하는 제재 조치가 동 조약에 따라 금지될 수 있는지를 검

토하였다 위원회는 만약 관련 협약. (Conventions)이 규약 이전에 체결된 

경우 두 가지 상충되는 의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협, 

약상의 의무를 연맹이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맹의 회원국이 , 

아닌 국가에 대해 협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서 제 조 상의 의무로16

부터 해제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48 )

결과적으로 법률소위는 제 조를 기존에 예정한 것보다 더 넓게 해석20

하는 한편 국제연맹 규약과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률소위는 제재 조치와 같이 규약으로부터 . 

44) League of Nations Document No. Co-ordination Committee/40 reproduced in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International Conciliation, Vol.16 
(1934-1935), Doc.315, p.607.

45) Id., pp.607-608.

46) Id., p.608.

47) Ibid.

48) Id. pp.6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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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되는 의무(derivative obligation) 또한 제 조에 따라 다른 조약상의 의20

무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49) 즉 규약을 근거로 채택된 결 , 

정 내지 결의 또한 다른 조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국제연맹 규약 제 조는 집단 안보 체제를 , 20

견고히 하기 위해 조약법상 일반 원칙에 대한 절차적인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50) 부연하자면 국제연맹 규약 제 조는 기존의 조약이 동일하다 , 20

는 관념에서 벗어나 국제평화 유지 및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연, 

맹 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수립에 있어 규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자 삽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51) 특히 법률소위가 이탈리아를 대상 , 

으로 한 제재 조치와 다른 조약과의 양립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기구의 , 

제재 결정 또한 국제연맹 규약 제 조를 근거로 다른 조약상의 의무보다 20

우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제 절 체제의 수립과 제 조2 UN 103

집단 안보 체제를 골자로 하는 국제연맹 중심의 국제질서를 국제연맹 

규약 제 조라는 매개를 통하여 공고히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0 , 

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국제연맹은 실패로 끝이 났다2 .52) 그러나 , 

49) 는 제 조상의 규정을 지금의 제 조와 유사한 으 Wyatt 20 103 est sup ri ur  « é é à»
로 이해하였다. Emmanuelle Wyatt, supra note 및 15, p.804 note 113.

50) David Miller (Vol.I), supra note 11, p.199; Jean Ray, supra note 12, 
pp.568-569.

51)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18, pp.54-55; Robert Kolb, supra note 5, 
pp.38-39. Jan Klabbers, Treaty Conflict and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152; Andreas Paulus and Johan Leiss, supra note 
2, p.2115.

52) 국제연맹에서 으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UN Norman Bentwich 
and Andrew Martin, A Commentary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0), pp.ix-xiii; Leland Goodrich, Edvard 
Hambro and Anne Sim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mmentary and 
Documents (3rd and Revised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p.1-17; 
Daniel-Erasmus Khan, “Drafting History”,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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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들은 전쟁 중에도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헌장의 규범적인 초석이 된 미국의 . UN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Winston Churchill)의 공

동 선언을 시작으로,53) 선언 UN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54)과 미국, 

영국 소련 및 중국의 강 선언, 4 (Declaration of Four Nations on General 

Security)을 거치면서 국제연맹을 계승할 상설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

화되었다.55) 이후 덤바튼 오크스 회담 (Dumbarton Oaks Conversation)56)과 

샌프란시스코 회의57)를 거치면서 헌장이 제정되었다 UN .58)

덤바튼 오크스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헌장 초안에는 지금의 UN 

제 조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103 .59) 그러나 회담 직후 베네수엘 , 

라는 동 헌장이 국제공동체의 최고법(supreme law)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설파하면서 동 헌장상의 규정과 양립 불가능한 과거의 의무, 

는 폐기되며 모든 회원국은 규정과 상충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

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60) 베네수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I (Oxford 
등을 참조University Press, 2012), pp.1-24 .

53) 대서양 헌장 으로도 알려져 있다 (Atlantic Charter) . Norman Bentwich and 
Andrew Martin, supra note 52, pp.xiii-xiv.

5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6-1947 (United Nations, 1947) 이하 ( ‘1947 Yearbook’) p.1.

55) 모스크바 선언 으로도 알려져 있다 동 선언 제 조는 모 (Moscow Declaration) . 4 “
든 평화애호 국가들의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를 위한 보편적인 국제기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필요성(general) 
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IX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308.

56) 워싱턴 회담 (Washington Conversation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으로도 알려져 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Organization) . 1944 8 21 1944 10 7

개최되었는데 월 일부터 월 일까지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하였으, 8 21 9 28 , , 
며 월 일부터 월 일까지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하였다9 29 10 7 , , .

57) 으로도 알려져 있으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최되었다, 1945 4 25 1945 6 26 .

58) 년 월 일 헌장의 서명국 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45 6 26 UN (signatories) , 1945
년 월 일 발효되었다10 24 .

59) 덤바튼 오크스 회담 초안은  1947 Yearbook, supra note 54, p.4 et seq. 참조 .

6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cumen 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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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의 의견에 찬동한 회원국들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헌장상의 의무

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안을 제시한다 벨기. 

에61)와 이집트62)는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헌장을 최고법으로 상UN 

정하여 국가들을 구속하고자 하였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대개 관련 내. , 

용을 기존의 국제연맹 규약 제 조와 유사하게 규정20 호주( 63) 에티오피아, 64), 

노르웨이65)) 하거나 보다 완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규정안 필리핀( 66))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법률위원회, (Commission IV Judicial Organization) 산하의 법률문제 

위원회(Committee 2 Legal Problems)– 는 헌장과 양립 불가능한 의무에 UN 

관한 의제를 다루는 소위원회(Subcommittee)를 두어 헌장 상 국제연맹 규

약 제 조와 같은 조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나간다20 .67)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an Francisco, 
1945 이하  (United Nations Information Organizations, 1945), ( ‘UNCIO’) Vol.III, 
p.226.

61) 벨기에는 헌장상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과거 및 장래의 국제협정의  UN 
존재가 헌장의 적용을 위협하여서는 안 되므로 헌장과 양립 불가능한 모UN 
든 국제협정을 폐기하고 어떠한 국가도 국내법을 근거로 헌장상의 의무나 , 
국제법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UNCIO, Vol.III, pp.342-343.

62) 이집트는 새로운 세계기구의 헌장은 국제 공동체의 최고법이 될 것이기에  
헌장과 양립 불가능한 기존의 의무는 폐기되거나 헌장상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Id., p.463.

63) 필리핀은 회원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래의 조약 또 (among themselves) 
한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Id., p.553.

64)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 규약과의 양립 가능성을 판단할 주체가 부재하였다 
는 점을 근거로 안보리나 총회 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을 추가하였다. Id., p.561.

65) 노르웨이가 제시한 규정안은 통상 및 기타 조약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동  
기구의 의무가 우선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장(takes precedence over) , 
상의 규정과 양립 불가능한 경우 회원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이나 조항이 무
효 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앞서 국(annul) . , 
제연맹 규약 제 조 항과 비슷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20 2
보았다. Id., p.371.

66) 필리핀은 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반하는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 UN , 
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는 등 규약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을 것(should not)
을 주장하였다. Id., p.540.

67) 상정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UNCIO, Vol.XIII, p.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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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원국 간 체결된 조약이 헌장상의 의무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 

후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68 ) 다만 해당 원칙을 명 , 

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규정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 

대한 온도차가 존재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국제연맹 규약 제 조가 규정. 20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

에 조심스러워 하면서 관련 원칙을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 (in general 

terms)하여 간단하게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다.69) 

반면 국제연맹 규약 제 조 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 , 20 2

일부 국가들은 회원국 간 체결한 조약과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70) 상대적으로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 이 . 

유는 제 국과 체결한 조약의 경우 헌장의 회원국이 일방적으로3 (ex parte)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의무로부터 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협상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모호한 규정을 헌장에 규정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71)

실제 논의 중72) 볼리비아 ,73) 프랑스 ,74) 이란 및 베네수엘라 ,75) 노르웨 

   “Should the Charter provide that Members (a) Agree that all obligations 
inter se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are abrogated? (b) Agree 
to take immediate steps to secure release from any other oblig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c) Agree not to undertake any obligation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68) 다만 소련 대표는 과거에 체결된 조약과 장래에 체결될 조약의 유효성에 대 ,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바 관련한 내용의 필요성을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 
의견을 제시하였다. Ibid., pp.598, 806.

69) UNCIO, Vol.XIII, pp.592, 602-603.

70) 지지하는 국가들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헌장과 양립 불가능 , 
한 조약이 무효가 된다는 원칙 으로부터 이탈하는 (principle of non-validity)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원국의 일방적인 행위로 , 
인하여 제 국과 체결한 조약이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3 . Id., p.592. 

71) Id., p.603.

72) 이하의 논의각주 는  ( 73 ~ 77) Id. 를 참조, pp.801-802 .

73)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shall agree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with priority over other obligations which may be 
thought incompatible.”

74) 프랑스는 덤바튼 오크스 초안 제 장 항에  2 2 “...even if such obligations 
should in certain cases appear contrary to or incompatible with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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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76) 그리고 미국 77 )이 제시한 규정안을 살펴보면 어떠한 국가도 폐기라

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 3

원칙 정도만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등 기존의 규약과는 다르게 다소 완화

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률문제위원회는 헌장상의 의무. 

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을 둔다는 취지를 밝히

면서,78) 다음의 규정안을 법률위원회에 권고한다 :79)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arising between the obligation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under the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conventions concluded by members either between themselves or with 
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재판관은 프랑non-member States” . Hudson 

스의 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even if other obligations assumed by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should in any particular situation prove to be 

와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e Charter” .

75) 이란 및 베네수엘라는 본고 각주 에 제시된 의제 의 내용을 그대로  67 (b), (c)
규정할 것을 공동으로 제시하였다.

76) 노르웨이는 지금의 헌장 제 장에 상응하는 덤바튼 오크스 초안 제 장  UN 17 12
부분에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undertake to seek to be released 
from obligations previously assumed with non-member States, the 
observance of which might prevent their fulfillment of their obligations 

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under the Charter” .

77) 미국 또한 프랑스와 유사하게 덤바튼 오크스 초안 제 장 항의 내용을  2 2 “the 
obligation of the Charter shall take precedence over any inconsistent 

또는 obligation between members” “... shall supersede as between the 
라고 parties to the Charter any obligation inconsistent with such obligations”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78) 보충하자면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The Subcommittee recommends the 
text ... in the belief that it will accomplish the essential purposes of such a 
provision, namely, that it supports on a sound legal foundation action by 
Members loyally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while at 
the same time avoiding any suggestion that states should be encouraged to 

라고 부연하고 있다evade their legitimate obligations under other treaties” . 
UNCIO, Vol.XIII, pp.706-708, 811-813.

79) 호주는 두 가지 이유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먼저 호주는 관련 문제가 보통의 관습법, (ordinary customary law of nations)
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 회원국 간 그리고 회. , 
원국과 제 국과의 체결한 협정으로부터 부과되는 의무를 동일선상에 두는 3 ( )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국제법상 기본 원칙에 따라 결정되, 
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Id., pp.646,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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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greements the former shall prevail.

해당 문안은 법률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Jurists)에서 일부 

수정되었으나 당해 의도한 법적 효력을 변경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이후 , 

월 일 9 13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which they are subject”를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로 대체함에 따라 

지금의 제 조와 같이 되었다103 .80)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상장의 의무가 우선한다.

비록 헌장과 규약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할지라도 양자는 분, 

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연맹 규약 제 조는 회원국 간 체. , 20

결된 협정과 회원국 및 제 국간 체결된 조약을 나누어 다루고 있으며3 , 

제 조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21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헌장 제 조는 규약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 , UN 103

이고 간단한 어구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섭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컨대 헌장의 성안에 참여한 국가들이 원칙, 

을 제시하는데 그친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국가들은 국제연맹보다 체제에 . , UN 

큰 기대를 가지면서도,81) 정작 기존에 체결한 조약이 동 조항으로 인해  

80) 지금의 규정은 원래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which they are subject 필자 강조( ), their 

이었으나 이후 수정을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 
거쳐서 지금의 조항이 되었다 어떠한 이유에서 수정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 
없으나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UNCIO, Vol.XVII, 
pp.112, 382.

81) Louis Dolivet, The United Nations: A Handbook on the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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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거나 재검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82) 다시 말해 국가들은  ,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으며 해석, 

의 여지를 두는 기본적인 원칙에만 합의함으로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탈출구를 의도하였던 것이다.83 ) 실제로 교섭 과정에서 한 위원이 협정 

(agreement)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의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을 때 법률가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사전에 내리기 보다는 향후 안보리와 총회

가 관행을 수립할 수 있도록 두기를 희망하였다.84) 그렇다면 헌장  UN 

제 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103 , 

내용은 무엇인가 관련한 내용은 장을 바꾸어 논하기로 한다? .

Organization (Farrar Straus and Company, 1946), p.16.

82) Ruth Russell, A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1940-1945 (The Brookings Institution, 1958), p.922.

83) Robert Kolb, supra note 5, p.67.

84) UNCIO, Vol.XVII,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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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헌장 제 조의 해석3 UN 103

제 절 헌장 제 조의 해석 방법1 UN 103

헌장 제 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UN 103

론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과 더불어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에 , 

동 조항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85) 그러나 헌장 제 조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 UN 103

국제법상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86)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 헌장 제 조를 원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UN 103

있다 다만 이에 앞서 동 조항을 포함하는 헌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 , UN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는 헌장이 특별한 성격의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ICJ UN ,87) 동 헌 

장 또한 다자조약이므로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과 원칙에 따

라 해석되어야 함을 견지하여 왔다.88) 특히 재판소는 헌장 상 명문 , UN 

85) Robert Kolb, supra note 5, p.131.

86) I. Seidl-Hohenveldern, “Hierarchy of Treaties”, in Jan Klabbers and R. 
Lefeber (eds), Essays on the Law of Treaties in the Honor of B. Vierdag 
(1998), p.18 cited in Delphine Hayim, “L’article 103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Technique Juridique ou Instrument Symbolique?”, Belgia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Vol.44, No.1-2 (2011), p.131; Pierre-Marie 
Dupuy, L’Unit de l’ordre juridique international, Collec ted Courses of the é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한편 한 주석서Vol.297 (2002), p.241. 
에서는 pac ta sunt servanda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일반 국제법상 규칙에  
대한 예외라고 설명한다.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and David 
Malone,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Document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3.

87)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7, I.C.J. Reports 1962, 이하 (
‘Certain Expenses of the UN’) p.157.

88) Conditions of Admission of a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Article 4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8 May 1948, I.C.J. Reports 
1948, 이하 ( ‘Article 4 of the Charter’) pp.62-63; Competence of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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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조항이 문맥 속에서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는 문언주의적 입장(textual 

approach)을 취하여 왔으며 오로지 이러한 해석이 모호하거나 합리적이, 

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교섭 기록과 같이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해석 방법에 의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89) 그러면서 

도 재판소는 헌장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조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UN 

해석을 채택하였다.90)

한편 헌장의 헌법화, UN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UN Charter)91)를 주창

하는 일부 학자들은 국내 헌법과는 달리 헌장 상 규정된 내용이 정UN 

치적인 실행과 판례에 의하여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92 ) 단순히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of 3 March 1950, I.C.J. Reports 1950 이하 , (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p.8; Certain Expenses of the UN, supra note 87, p.157. 

89) Article 4 of the Charter, supra note 88, p.63;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upra note 88, 물론 지금은 조약법 협약 제 조에 명시하고 있p.8. 32
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90)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upra note 88, p.8; Certain Expenses of 
the UN, supra note 87, pp.162, 167.

91) 헌장의 헌법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 글의 논지에서 벗 UN 
어난다고 사료되므로 헌장 제 조를 해석함에 있어 이들의 논의가 어, UN 103
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장의 헌법화에 . UN 
관한 내용은 Blaine Sloane, “The United Nations Charter as a Constitution”, 
Pac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 Issue 1 (1989), pp.61-126; 
Pierre-Marie Dupuy,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the United Nations 
Revisited”, Max Planck Yearbook on the United Nations Law, Vol.1, Issue 1, 
(1997), pp.1-33; Ronald Macdonal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Constitutional Perspective”, Austr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0 
(1999), pp.205-231; Bardo Fassbe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as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Michael Doyle, “The UN Charter: A Global Constitution?”, in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and David M. Malone, supra note 86, pp.67-90 
등을 참조.

92) Christian Tomuschat, Obligation Arising for States Without or Against Their 
Will,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241 

재판관 또한 입법적 내지 헌법적 성격의 다자조약이 절(1993), p.251. Jessup 
대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South West 
Africa (Liberia v. South Africa; Ethiopia v. South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of 18 July 1966 (Dissenting Opinion of Judge Jessup), I.C.J.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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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주의적 해석이나 교섭 기록을 토대로 성안자의 취지나 의도를 파악

하는 의사주의적 해석(intentional interpretation)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헌장의 대상 및 목적 그리고 해석 당시의 . ,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목적론적인 해석(teleological interpretation)을 통하

여 헌장의 법적 흠결이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UN .93) 관련하여  

재판관은 Alvarez Reparation for Injuries 사건에서 가 의 임무 수ICJ UN

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헌장 상 명문 규정이 없는 배상 청구권에 대한 국

제기구의 청구 적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94 ) 그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장을 해석함에 있어 교섭 기록과 같은 과거의 UN 

문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 조화로운 해석을 ,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엄격한 목적론적 입장을 취하였다.95 )

물론 목적론적인 해석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이들의 지적은 일견 타

당하다 다만 목적론적인 해석 방식에 입각하여 헌장 제 조를 해. , UN 103

석하기에 앞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론적인 , 

해석 방법에만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문은 교. , 

섭 기록이나 체결 당시의 상황을 배제한 채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해

석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로 환언될 수 있다 먼저 조약법에 관한 비. , 

엔나협약 이하 조약법 협약( , ‘ ’) 제 조는 교섭 기록과 체결 당시의 상황을  32

오로지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금의 은 성안 당. , UN

시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 회원국의 구성이 달라졌으며 총회나 안보리와 , 

같은 의 기관들이 당해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들UN

을 통해 관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교섭 기록이 해석

1966, p.439.

93) 는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을 동적 발전적 내지 실증적 해석 Fassbender ‘ - ’ 
방식으로 칭한다(objective interpretation)’ . Bardo Fassbender, supra note 

91, pp.131-132.

94)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of 11 April 1949, I.C.J. Report 1949, pp.182-183.

95) Article 4 of the Charter (Individual Opinion by M. Alvarez), supra note 88, 
p.68;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Dissenting Opinion of M. Alvarez), 
supra 또한 의사주의적 및 문언주의적 해석이 note 88, pp.18-19. Fassbender 
부적절하다 고 보았다(inappropriate) . Bardo Fassbender, supra note 91,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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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96) 그럼에도 헌장과 같이  , UN 

국가의 의사를 기초로 수립된 국제기구 설립 조약에 대해서는 교섭 기록

이 대상 및 목적 그리고 권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또 추후 살펴보겠. , 

지만 헌장 제 조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 등은 동 조항UN 103

이 규정하는 바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으므로 비단 목적론적인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해석 방법의 한계에 관한 의문이다 헌장 . UN 

제 조는 단지 헌장상의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103 UN , 

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 헌장상의 의무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UN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은 제. , UN 2

조 항1 97) 등에 규정하고 있는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에 의해  

수립된 기구이다.98) 즉 , Namibia 사건에서 가 국제 조약 ICJ (instrument)은 

해석 당시 우세하는 법적 체계 하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와 같이,99) 헌장 제 조는 해석하는 때의 국제법을 고려하여 UN 103

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헌장을 국제공동체의 헌법이라고 전제하고 . , UN 

일국의 헌법처럼 하위에 있는 모든 조약에 대하여 헌장이 우월적인 UN 

지위를 향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제법이라는 규범적인 울타리 내에, 

서 헌장상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를 UN 

96) Stefan Kadelbach, “Interpretation of the Charter”,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I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82.

97) 제 조 항은 다음과 같다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1 : .

98) 흥미롭게도 는 제 조 항 상 주권 평등 개념은 기존의 웨스트팔리아 , Kolb 2 1 ‘ ’ 
적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 분쟁 해결 및 평화유지를 바탕으, , 
로 하는 세계 기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결속력을 상징하는 상대적 주권, 

이라고 본다(relative sovereignty) . Robert Kolb, Introduction au droit des 
Nations Unies, (Bale, 2008), pp.50-51, cited in Robert Kolb, ̂ supra note 5, 
p.33, note 17.

99)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of 21 June 1971, I.C.J. Report 1971, 이하 (
‘Namibia’), pp.31-32, par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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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필요가 있다.100)

요약컨대 헌장을 특정한 해석 방법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 UN 

절치 않고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특징과 목적 해당 조항의 제정 의, UN , 

도 및 추후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101) 그러면서 

도 결국 헌장은 회원국들이 체결한 국제협약이므로 헌장 제, UN UN UN 

조의 해석 또한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에 따103

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 절 의무의 유형 및 적용 대상2 

헌장 제 조는 앞선 해석론을 바탕으로 생각건대 크게 부분으UN 103 , 3

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 UN 

정상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헌장상의 의무가 이 헌, UN 

장에 따라 우선한다는 법적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 UN 

헌장 제 조의 원용에 따른 법적 효과는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103 , 

이하에서는 먼저 동 조항을 원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의무간의 충돌 

상황을 규명하도록 한다. 

100) Ian Shapiro and Joseph Lampert (ed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gether with Scholary Commentaries and Essential Historical Documents 
(Yale University Press, 2014), p.69.

101)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 t,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I.C.J. Reports 1996, p.75, para.19: “[the 
constituent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raise specific 
problems of interpretation owing, inter alia, to their character which is 
conventional and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the very nature of the 
organization created, the objec tives which have been assigned to it by its 
founders, the imperatives associated with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s well as its own prac tice, are al1 elements which may deserve 
special attention when the time comes to interpret these constituent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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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1. 

헌장 제 조상 헌장상의 의무에 대응하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UN 103 UN 

의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헌장 제 조상의 . UN 103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여야 한다 물론. , 

오늘날 와 를 별도의 구분 없이 사용하는 international agreement treaty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02) 그러나 헌장 제 조가 전제하는 다른 국 , UN 103

제협정상의 의무를 조약상의 의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혹은 관습국제법이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

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협정의 체결 당사자. (ratione 

personae)와 시간적 범위(ratione temporis )를 한정하는 것이다 헌장 제. UN 

조가 회원국 으로 헌장상의 의무 이행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한103 ‘UN ’
편 다른 국제협정의 체결 주체에 대해서는 묵인한다 그렇다면 의 , . , UN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 없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하는UN 

가 또 헌장 제 조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창설된 시기와 ? , UN 103

관련 없이 일단은 모든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대해서 원용이 가능한가?

가 의무의 유형. 

헌장 제 조와 달리 헌장 제 조 항은 조약과 국제협정을 UN 103 UN 102 1

구분하고 있어 법적으로 양자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으로 오인할 소

지가 있다.103) 실제 헌장 제 조의 성안 당시 지금의 모든 조약 및  UN 102 ‘
국제협정(every treaty and every international agreement) 다음에 형식과 ’ 
해당 합의의 성격을 설명하는( ) 명칭에 관한 내용을 부연하고자 하였으나 , 

동 조항 상 조약 및 국제협정 을 특정 유형으로 제한하지 않고 추후 관‘ ’

102) 정인섭 조약법강의 박영사 면 , ( , 2016), 7 .『 』

103) 헌장 제 조 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 102 1 : “Every treaty and every 
international agreement entered into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present Charter comes into force shall as soon as possible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and published b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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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해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가 사항

을 규정하지 않았다.104) 즉 조약과 국제협정을 구분하여 표기한 것은 양 , 

자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무와 법적인 의, 

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삽입된 기술적 내지 열거적인 내용인 것이다.105)

다만 헌장 제 조상의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조약상의 의무, UN 103

와 동치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06) 헌장 제 조의 문안을 확정하는  UN 103

중에 소련 대표는 협정이 대개 기술적으로는 조약 이외의 특별 문건을 

지칭하는 반면 조약은 모든 유형의 국제협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구분하

였다 그러면서도 소련 대표는 헌장 제 조상의 협정은 일반적인 . UN 103

의미를 부여할 의도로 삽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법률문제위원회, 

는 관련 내용은 사전에 정할 문제가 아니라 총회와 안보리의 실행을 통

해서 확인될 문제라고 보았다.107) 

이후 판사는 Jessup South Africa 사건의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신탁 

통치협정(Mandate)이 규정 제 조상의 조약 또는 협약의 개념에 포섭ICJ 36

되는가를 판단하면서 헌장 제 조상의 국제협정이 조약 협약 합, UN 103 , , 

의 및 다른 유형의 국제적 약정 및 약속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았다.108) 

동 견해는 추후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소가 절차를 헌 Contadora UN 

장 제 장상의 지역적 약정8 (regional arrangements)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동 절차와 관련된 국가들이 체결한 모든 지역적 양, , 

자 및 다자 약정은 항상 헌장 제 조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UN 103

104) United Nations,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Article 
102, Vol.5 (1945-1954), p.292.

105) Hans Kelsen, “Conflicts between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bligations unde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 –
Analysis of Article 103 of the Charter”,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10, No.3 (1948), pp.284-285; Norman Bentwich and Andrew 
Martin, supra note 52, p.177.

106) 따라서 지금부터는 국제협정을 조약의 한 유형이 아닌 헌장 제 조상 , UN 103
의 를 받는 특수한 개념으로 간주한다international agreement .

107) UNCIO, Vol.XVII, p.112.

108) South West Africa (Liberia v. South Africa; Ethiopia v. South Afric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of 21 December 1962, (Separate Opinion of 
Judge Jessup), I.C.J. Report 1962, p.407.



- 29 -

함에 따라 보강되었다.109) 환언하자면 헌장 제 조상 국제협정상의  , UN 103

의무는 비단 조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국, 

제합의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 가 관습국제법이나 강행규범상의 ‘ ’
의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까 헌장 제 조를 성안 하는 과정에 ? UN 103

비추어 생각해보더라도,110) 아직까지 헌장 제 조가 관습국제법상의  UN 103

의무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11) 설령  UN 

109)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of 26 November 1984, I.C.J. Reports 1984, p.440, 
para.107.

110) 실제 성안 당시에만 해도 회원국들은 관습국제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관습국제법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관련해서는 . Jean Combacau, Le Pouvoir de sanctions de l’ONU: 
tude th orique de la coercition non militaire é é 를 참조(Pedone, 1974), p.282 .

111) 헌장 제 조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UN 103
관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Rudolf Bernhardt, “Article 103”,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nd ed.), Vol.II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1298-1299; Martti Koskenniemi,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이하 A/CN.4/L.682 (13 April 2006) ( , ‘Fragmentation 
Report’), p.176, para.345; Benedetto Conforti, “Consistency among Treaty 
Obligations” in Enzo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등이 있다(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189-190 . 
특히 파편화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이하 의 강행규범 에 관한 논의에서 지Commission, ‘ILC’) (peremptory norms)
지된 바 있는데 관련해서는 ,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및 을 참조 한편, A/74/10 (15 August 2019), p.189 note 857 . , 

은 헌장상의 의무가 강행규범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선한다고 본Zemanek
다. Karl Zemanek, The Legal Foundations on the International System, 
Collec 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266 

반대로 관습국제법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서은아(1997), p.232. , ,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양WTO (『 』–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면, 2016), 52 ; Jean-Marc Thouvenin, “Article 103”, 
in Jean-Pierre Cot, Mathias Forteau and Alain Pellet, La Charte Des Nations 
Unie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3rd ed.), Vol.II (Economica, 2005), 
p.2140f; Rain Liivoja, “The Scope of the Supremacy Clause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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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제 조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볼 103

수 있을지라도 동 조항에 의거하여 헌장상의 의무가 강행규범, UN (ius 

cogens)에 대해서까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 Application 

of Genocide Convention 사건의 잠정 조치 판결에서 재판관 Lauterpacht 

은 안보리가 회원국이 제노사이드에 가담하도록 결의 상 명시적으로 규

정하지 않는 이상 안보리 결정과 강행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헌장 , UN 

제 조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03 .112) 그러면서도 안보리 

가 결의 제 호 를 통해 회원국에 금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결정713 (1999)

으로 인하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무기 등의 물품에 접근하지 못하

였고 결국 세르비아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음에 주목, 

하였다 그는 비록 안보리가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강행규범을 무시하거. 

나 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울지 몰

라도 그러한 상황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3) 

마지막으로 계약과 같은 성격의 합의에 대해서도 헌장 제 조가 , UN 103

적용될 수 있는가 일부 계약의 성질을 가진 국가 간의 합의가 헌장 ? UN 

제 조의 절차에 따라 사무국에 등록되기도 하며102 ,114) 후술하겠지만 안 

보리는 민사상의 계약 허가 면허보다 안보리가 채택한 결정이 우선할 , , 

(2008), p.602; Guido den Dekker, “Absolute Validity, Absolute Immunity: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in Cedric 
Ryngaert, Erik Molenaar and Sarah Nouwen, What’s Wrong with 
International Law: Liber Amicorum A.H.A. Soons (Brill Nijhoff, 2015), p.250f 
등을 참조.

112)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3 September 1993 (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Lauterpacht), I.C.J. Report 1993, 이하( , ‘Application 
of Genocide Convention, Provisional Measures’) p.440, para.100.

113) Id., pp.440-441, para.102.

114) 일례로 말라위와 덴마크가 체결한 차관협정이 있는데 동 협정 제 조는  , 12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the Agreement and all 
rights and obligations deriving from it shall be governed by Danish Law  
필자 강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Denmark and the Government of Malawi on Danish Government Loan to 
Malawi, Copenhagen, 1 August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86, 
No.849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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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오는 등 헌장 제 조UN 103

상의 다른 국제협정이 계약과 같은 합의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할 여지

가 존재하는 후속 실행을 수립하였다.115) 또 국제 , (international)와 합의

(agreement)를 나누어 생각해본다면 설령 해당 합의가 국내법의 규율을 , 

받는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국가 간(inter-national) 합의이므로 해당 합의 

로부터 도출되는 의무 또한 헌장 제 조 상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UN 103

무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116) 다만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 UN 103

헌장상의 의무가 계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UN 

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국내법 질서에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117) 반대로 의 회원국이 국내법을 사유로 헌장상 , UN UN 

의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법

상 불가능하다.118) 따라서 사실상 헌장 제 조상의 국제협정 개념 , UN 103

이 계약과 같은 성질의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포섭한다고 볼 실익

이 없다고 하겠다.119)120)

115)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p.169-170, para.332. 

116) Rain Liivoja, supra note 111, pp.598-599.

117) 이러한 맥락에서 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계약과 같이 국내법의 규 Liivoja
율을 받는 의무와 헌장상의 의무의 충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UN 

고 단언하였다(non-issue) . Id., 해당 논거를 지지하는 견해는  p.599;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34. Robert Kolb, supra note 5, 

를 참조p.279 .

118) 대표적으로 조약의 상대적 무효 사유의 한 유형인 국내법 위반조약법 협약  (
제 조 이 있다 관련해서는 정인섭 전게주 면을 참조46 ) . , 102, 238-241 .

119) 와 같은 초국가적 지역 협정은 일종의 국내법으로서 공동체를 구속하므 EU
로 헌장 제 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관련해서는 UN 103 . 
본고 각주 과 6 Kadi and Al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uncil and 
Commission 등을  [2008] ECR I-6351 (Opinion of Advocate General Maduro) 
참조.

120) 그러나 계약과 같은 유형의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헌장 제 조  UN 103
상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로 포섭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조약법 협약상의 , 
규칙을 원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조약법 협약 제 조 부연하자면 해당 ( 3 (c)). , 
합의가 국내법상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약법 협약 제 조에 따, 27
라 국제법상 의무의 한 유형인 헌장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UN . 
따라서 만약 국제법상 유효한 헌장상의 의무가 창설되었다면 의 회, UN , UN
원국이 계약과 같은 합의 준수를 목적으로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UN 
는 경우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다 국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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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대상 및 시기. 

헌장 발효 이전에 회원국 간 체결된 국제협정UN 121) 가입 이후 체결, 

한 및 향후 체결할 국제협정122) 모두 결과적으로 의 회원국이 체결한  UN

국제협정이므로 헌장 제 조상 다른 국제협정의 개념의 일부로 포UN 103

함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회원국과 국제협정을 . UN 

체결한 타방이 회원국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의 회원국과 비회원UN , UN

국 간 체결한 조약 및 비회원국 간 체결한 조약은 헌장 제 조의 UN 103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가?

성안 당시 국가들은 국제법상 어떠한 국제협정상의 의무를 제 국에까3

지 확대하여 구속하는 규칙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면

서도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의무로 인하여 헌장상의 , UN 

의무의 이행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123) 즉 , 

헌장 제 조상의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는 비단 회원국 간에 존재UN 103

하는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 

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24) 아울러 헌장 발효 이 , UN 

임 초안 제 조32 ).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34; 
Robert Kolb, supra 참조note 5, pp.279-280 .

121) 헌장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 헌장과 양립할  UN UN 
수 없는 경우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헌장이 우선할 것이므로 별도의 논, UN 
의의 실익이 없을 것이다.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Frederick A. Praeger Inc, 

이하 1951) ( ‘The UN Law’), p.113; Norman Ben twich and Andrew Martin, 
supra note 52, p.179.

122) 한편 가입 이후 체결한 국제협정이 헌장과 양립 가능하지 않는 경우 , UN , 
헌장이 일부 당사국간 변경의 가능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UN 

조약법 협약 제 조 항에 의거하여 헌장의 개정을 의도하였다고 주장하41 1 UN 
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약법 협약 제 조 항은 다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 . 41 1 (1) 
또는 권리 향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2) 
것을 전제로 하는데 헌장의 모든 조항은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와 유기, UN 
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정이 어려울 것이다. Rain Liivoja, 
supra 헌장의 개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담론은 note 111, p.594. UN Robert 
Kolb, supra note 5, p.111 et seq. 참조 .

123) Leland Goodrich, Edvard Hambro and Anne Simons, supra note 52, p.615.

124) c.f. UNCIO XIII, pp.8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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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 국이 의 회원국과 헌장상의 의무에 반하는 의무를 규정하3 UN UN 

고 있는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헌장 제 조에 따라 신의칙에 반하, UN 103

는 행동을 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125) 그럼에도 헌장 제 조가 제 국에도 당연 적 UN 103 3

용된다고 전제되는 관습국제법 또는 강행규범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였

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즉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관계에서 동 조항. , 

이 어떠한 방식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 UN UN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 설령 충돌하는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 

하더라도 헌장 제 조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UN 103 .126)

그 이유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가 헌장상의 의무를 택함으로써 의, UN 

무간의 충돌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시 의 회원국이 아니었. , UN

던 스위스가 이라크 및 점유주에 의해 몰수당한 자산들에 대한 금수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제 호 및 제 호 를 661 (1990) 670 (1990)

이행한 사례가 있다.

또 설령 헌장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조약법 협약의 당사국이라, UN 

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계승적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법 협약 제 조 , 30

항에 의거하여 헌장 제 조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1 UN 103

다 구체적으로 조약법 협약 제 조 항은 헌장 제 조에 따를 것. 30 1 “UN 103

으로 하여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조항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 . , UN 

헌장 제 조에 따를 것으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조약법 협약103 , 

의 당사국은 헌장 제 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UN 103 . 

다만 일국은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하지 않도록 동 조항에 유보를 , UN 

125) Elena Sciso, “On Article 10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ustrian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한편, Vol.38 (1987), p.168. , 

는 금반언의 원칙의 원용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는 Liivoja , 
Rain Liivoja, supra note 을 참조111, p.596 .

126)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30; Robert Kolb, supra 
note 5, p.228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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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127)

이상을 종합하자면 헌장 제 조상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는 양, UN 103

자 다자 및 지역 협정상의 의무 일체를 포괄한다 그러나 해당 의무가 , . , 

일반 국제법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강행규범과 같은 국제, 

법상 상위법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반면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 계약과 같은 성질의 합의는 동 개념에 . , 

포섭되지는 않지만 당해 국가가 그러한 합의를 근거로 헌장 상 회, UN 

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회원국 간 체결된 조약 외에. , UN 

도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체결된 조약 내지 비회원국 간 체결된 조, UN 

약의 경우 비회원국의 직접적인 의사가 있거나 조약법 협약의 당사국인 , 

경우에 한해서만 헌장 제 조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간UN 103

주할 수 있다.

헌장상의 의무2. UN 

헌장상의 의무UN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라 함은 헌장으로부UN 

터 도출되는 모든 의무를 포괄하는 것으로,128) 세부적으로는 차적 의무 1

와 차적 의무로 나뉜다 먼저 차적 의무라 함은 헌장 상 명문으로 2 . , 1 UN 

존재하는 의무를 일컫는다 예컨대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 조에 . , “ 1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고 규정한 ”
제 조나2 ,129)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제 조 항 등이 있다33 1 .130) 

127) 조약법 협약 성안 당시 의 비회원국이었던 스위스는 제 국으로서 헌 UN 3 UN 
장에 구속되지 않는 바 동 조항에 유보를 형성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비, 
준할 때에 별도로 유보를 형성한다고 통보하지는 않았다.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First Session 
(Summary records of the plenary meetings and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p.164.

128) Rain Liivoja, supra note 111, p.585.

129) 정확히는 제 조 항 제 항만이 회원국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2 1 ~ 5 , 
중 무력 사용 금지를 다룬 제 조 항의 경우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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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회원국에 강제하지 않거나 적어도 철회, , (opt-out) 또는 회원국 

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에 대해서는 헌장 제 조가 UN 103

자동적으로 원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관련하여 의 . ICJ Nuclear 

Test 사건에서 그리고 Onyeama, Dillard, Jim nez de Ar chaga Waldock é é
재판관은 의 강제관할권 조항ICJ 규정 제 조 항(ICJ 36 2 )을 수락하는 것에 기

초한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의무가 년 국제분쟁의 1928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General Act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보다 우선한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헌장은 , UN 

회원국에 분쟁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

지 않으며 강제관할권 수락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는 부차적이고 자발적, 

인 것으로 헌장 제 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UN 103 .131) 

그러나 설령 헌장 상 명문으로 강제하지 않거나 회원국에 선택을 UN 

할 여지를 두었다고 해서 헌장상의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UN 

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 조 항은 . , 36 2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라는 단서‘ ’
를 두고 있으며 제 조 항에 따라 분쟁 해결을 구할 의무의 한 유형으, 33 1

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헌장상, UN 

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헌장 제 조의 규율 대UN 103

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어떠한 국가가 . 

권고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면 적어도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권고가 헌장상, UN 

130) 제 장에 따른 의무와 상기한 의무를 제외하고 동 헌장 상 로 규정된  7 , shall
의무는 총회의 예산을 부담한다는 조항인 제 조 항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17 2 , 
결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 조 항 경제적 37 1 , 
및 사회적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와의 협력을 약속하는 제 조 비자치지역에 56 , 
관한 선언을 다룬 제 조 조 및 제 조 조약의 등록에 관한 의무를 부73 74 84 , –
과하고 있는 제 조 항 등이 있다 한편 는 제 조 및 제 조 또한 102 1 . , Kolb 104 105
회원국에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Robert Kolb, supra note 
5, p.191.

131) Nuclear Test Case (Australia v. France), Judgmen t of 20 December 1974 
(Joint Dissenting Opinion of Onyeama, Dillard, Jim nez de Ar chaga, and é é
Waldock), I.C.J. Reports 1974, p.347, par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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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132) 환언하자면 원칙적으로 권고나 자 , 

율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경우 당해 의무가 헌장상의 의UN 

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원국이 당해 의무에 구속되기를 선, 

언하거나 별도의 협정을 통하여 의사를 밝힌다면 예외적으로 헌장 UN 

제 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된다103 .

한편 차적 의무가 아니어도 헌장의 특정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 1 UN 

도출되는 차적 의무2 (derivative obligation) 또한 헌장상의 의무에 포함UN

되는데 의 결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제 조, ICJ 94 133)와 안보리 결정을 이

행할 의무를 규정한 제 조가 그것이다 차적 의무의 경우 헌장상25 . 2 UN 

의 규정에 따라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의무를 UN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 절 헌장 제 조상 충돌의 의미3 UN 103

의무간의 충돌1. 

헌장상의 의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헌장 제 조UN UN 103

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의무의 개념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결론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결국 헌장 제 조는 . , UN 103

132) Richard Lauwaa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United Nations Law and 
the Law of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ichigan Law Review, 
Vol.82, No.5/6 (1984), p.1607; Robert Kolb, supra note 5, pp.196-197.

133) 흥미롭게도 설립 초기에 스위스가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는가에  , UN ICJ 
대하여 검토하면서 당시 수립된 안보리 산하의 전문가 위원회, (Committee of 

는 헌장 제 조 하에 회원국의 모든 의무를 수락한다 는 조건하Experts) “ 94 UN ”
에 의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회원국의 모든 의무ICJ . UN 
가 헌장 제 조 및 제 조상의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UN 25 103 . 
따라서 의 회원국에 있어 헌장 제 조 및 제 조상의 의무는 필수불가, UN 25 103
결한 의무로 생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Repertory of Prac tice, Article 
103 (1945-1954), Vol.5,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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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UN ‘ (in the event of 

a conflic t) 상황에만 원용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헌장 ’ , UN 

제 조가 전제하는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여야만 동 조항을 원용할 수 103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장 제 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 UN 103

상정하고 있는가 먼저 충돌은 다르거나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혹? , ‘ , 

은 합의나 동의를 이르기에 실패한 상황을 의미한다’ .134) 통상적인 의미 

에 비추어 헌장 제 조상의 상충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국가가 UN 103 ,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의무에 구속되어 동시에 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135) 하지만 충돌 

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면 충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

을 것이다.136)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 UN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명시적으로 상반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명시적으로 충돌되는 의. , 

무를 규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오히려 서로 상이한 분야 내지 다. 

134) Merriam-Webster’s Law Dictionar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 
최종 접속일 년 merriam-webster.com/dictionary/conflict#legalDic tionary ( : 2019

월 일10 14 ).

135) Clarence Jenks, “The Conflict of Law-Making Treatie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0 (1953), p.462; Wolfram Karl, “Conflict between 
Treaties”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7 (1984), p.468; WTO Panel Report, Indonesi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WT/DS54/R, WT/DS59/R, WT/DS64/R, 
adopted on 2 July 1998, note 649. “In international law for a conflic t to 
exist between two treaties ... provisions must conflict, in the sense that the 
provisions must impose mutually exclusive obligations ... technically speaking, 
there is a conflic t when two (or more) treaty instruments contain 

국내에서는 협의obligations which cannot be complied with simultaneously.” 
의 충돌론 내지 직접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경. 
화 국제환경법과 법상 의무의 충돌 해소에 관한 연구 년 조약법, “ WTO 1969–
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석 규정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 호 ”, 39

면 서은아 전게주 면 등을 참조(2014), 272 ; , 111, 11-13 .

136) 충돌의 광의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Hans Kelsen, Essays in Legal and Moral 
Philosophy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73), p.269 et seq.; Joost 
Pauwelyn, supra note 37, p.175 et seq.; Erich Vranes, “The Definition of 
‘Norm Conflict’ in International Law and Leg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7, No.2 (2006), p.406 et seq.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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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형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나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 와 특정 행위를 허가하는 조약 상, A B

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137) 따라 

서 의무간의 충돌을 표면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은 오늘날 , 

국가들 간 다양한 유형 및 내용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는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 헌장 제 조의 제정 당시 논의를 살펴보아도 충돌을 좁게 UN 103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들이 충돌을 . 

양립 불가능 또는 (inconsistent incompatible)한 상황과 동치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소련은 일견, (in abstract) 헌장과 양립  UN 

가능하다고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양립 불가능한 조약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138) 이후 법률문제위원회가 상정한 보고서에서는 어 

떠한 두 의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한지 혹

은 헌장의 규정을 특정 상황에 적용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였는지는 UN 

중요치 않으며,139 ) 오로지 회원국이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UN 

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라면 헌장 제 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UN 103

고 보았다.140) 즉 조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의무 이행  , 

시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장 제 조의 규율 대상이 될 것이다UN 103 .

한편 헌장 제 조는 국제법상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유형 중 , UN 103

의무 간의 충돌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는 점에 다시금 주목하여야 한다‘ ’ . 

부연하자면 동 조항은 헌장이나 국제협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 UN 

아니며 모조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137) 은 전자의 경우를 필연적 충돌 로 후자의 경우 Pauwelyn (necessary conflict) , 
를 잠재적 충돌 로 분류하여 검토한다(potential conflic t) . Joost Pauwelyn, 
supra 광의론을 지지하는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상note 37, pp.175-188. 
세한 분류 방식을 취하는데 대표적으로 , Erich Vranes, supra note 136, 

를 참조pp.412-415 .

138) UNCIO, Vol.XIII, p.598.

139) 는 후자를 일시적인 충돌 로 분류한다 Liivoja (incidental inconsistencies) . Rain 
Liivoja, supra note 111, p.595 et seq.

140) UNCIO, Vol.XIII,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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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충돌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141) 즉 의무간의 충 , 

돌이 협정 자체간의 충돌이나 가치 또는 원칙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간의 

충돌과 동치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의무는 가치 . , 

또는 원칙이 발현되는 차 법규2 또는 (secondary law derivate law)이므로 이

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142) 해당 유형의 충돌은 보다 근본적인 문 

제로서 의무간의 충돌을 규율하는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143)

따라서 헌장 제 조가 전제하는 의무간의 상충은 대개 한시적으, UN 103

로 존재하는 충돌의 한 유형으로서 사안별로 충돌의 존부를 판단해야 하

는 문제로 귀결된다.144) 부연하자면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판단 

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먼저 다소 당연한 이, 

야기지만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상의 경합UN (overlap)

이 존재하여야 한다.145) 또 충돌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국가  , 

이상이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이면서 문제가 되는 국제협정UN 

의 당사국이어야 한다.146) 그 이유는 관련 국가들이 헌장상의 의무를  UN 

141) 일부 학자들은 의무간의 충돌을 규범 충돌 의 한 유형으로 간 (norm conflic t)
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헌장 제 조가 의무간의 충돌. , UN 103
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 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일반화하, 
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규범 충돌에 . 
관한 논의는 Joost Pauwelyn, supra note 37, pp.5-11; Erich Vranes, supra 
note 136, pp.395-418; Jan Klabbers, supra note 51, p.24 et seq.; Robert 
Kolb, supra note 5, pp.141-145; Valentin Jeutner, Irresolvable Norm Conflicts 
in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a Legal Dilemm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22 et seq. 등을 참조.

142) Robert Kolb, supra note 5, pp.146-147, 185.

143) 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해당 유형의 충돌은 해결이 불가능 Jeutner , 
하다 특히 오늘날 안보(irresolvable) . Valentin Jeutner, supra note 141, p.34. , 

리의 제재 체제가 적법절차 및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장 제 조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에 관한 , UN 103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제 장 절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5 2 .

144) Robert Kolb, supra note 5, pp.143, 147.

145) 은 두 조약상의 의무가 한 시점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Pauwelyn
를 상정하고 있으나 헌장 제 조는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 UN 103
므로 논의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Joost Pauwelyn, supra 
note 37,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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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헌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의무를 부과하는 UN , 

헌장상의 규정이 관습국제법 혹은 강행규범이 아닌 이상 헌장 UN UN 

제 조에 의거한 충돌의 해소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103 .

또한 특정한 조약이 일시적인 예외, (exemption)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해석을 통하여 충돌이 해소될 수 있다면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147) 가령 조약이 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고 , A a , 

조약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해당 위협이 제거되기 B ‘ ’ 
전까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 가 두 조약 모두에 a X

당사국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 . , 

발생하였다면 조약에 의거하여 의무의 이행이 제한될 것이다 즉B a . , 

동 상황에서 국가 는 조약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 이 됨을 X B ‘ ’
사유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상 면제되므로 엄A , 

격한 의미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충돌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여야 한, 

다 통상적인 법률 용어로서의 의무는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구속하는 . ‘
약속 승낙, (acknowledgement) 또는 계약과 같은 합의 를 일컫는다 ( ) ’ .148 ) 따 

라서 권고적 성격의 결의나 연성법, (soft law)으로 부터 도출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149) 같은 맥락에서 해당  

146) Hans Kelsen, The UN Law, supra note 121, p.112.

147) c.f. Joost Pauwelyn, supra note 37, p.178; Robert Kolb, supra note 5, 
p.153. 

148) Merriam-Webster’s Law Dictionar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 
최종 접속일merriam-webster.com/dictionary/obligation#legalDictionary ( : 2019

년 월 일10 19 )

149) Delphine Hayim, supra note 86, p.135. Robert Kolb, “Does Article 10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pply only to Decisions or also to 
Authoriza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이하, Vol.64 (2004) ( , ‘“Authorizations”’), p.2; Rudolf 
Bernhardt, supra note 111, p.1296; Shabtai Rosenne, The Perplexitie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291 (2001), pp.148-149, 450; Robert Kolb, supra note 
5, 또 수립 초기 집단적 조치 위원회p.195. , UN (Collective Measures 

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안보리나 총회의 권고를 근거로 Committee)
회원국이 집단적 조치를 취할 시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다른 국제협, U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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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나 국제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무간의 충돌이 발, 

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요컨대 의무간의 충돌은 회원국에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었는지를 해, 

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로,150)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다툼의 여 

지가 존재하므로 일단은 넓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된다.151) 그렇다면 이제 논의를 좁혀 본고의 논의의 토대가 되는 안보리  , 

결정 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헌장 제 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 UN 103

및 적용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와의 충돌2. 

안보리는 크게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 헌장 제 장(UN 7 )을 

내리거나 제 조 항에 따라 판결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94 2 ICJ 

있다.152)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보리의 결정이 제 조에 따라 헌 25 UN 

장상의 의무의 일부로 포섭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153) 안보리 결 

정을 이행할 의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헌장 제 조가 원용이 가UN 103

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보는데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 
집단적 조치에 관한 지도 원칙 을 채택하는 과정에서(guiding principle) , UN 
헌장 제 조의 규율 대상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103 . 
Repertory of Practice, Article 103 (1945-1954), Vol.5, pp.317-318.

150)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24, para.36; An tonios 
Tzanakopoulos, “Collective Security and Human Rights”, in Erika De Wet 
and Jure Vidmar, Hierarchy in International Law: The Place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55; Linos-Alexandre Sicilianos, “The 
UN Security Council,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in Anne van Aaken and Iulia 
Motoc, The European Conven tion on Human Rights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226.

151) Robert Kolb, supra note 5, p.153.

152) 헌장 제 조 항에 의거하여 안보리가 취한 결정은  UN 94 2 Robert Kolb, supra 
를 참조note 5, p.237, note 359 .

153) 차원에서는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통하여 안보리 결정 또한 제 ICJ Ammoun 
조에 따라 우선한다고 지적한 것이 처음이다103 . Namibia (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Ammoun), supra note 99, p.99, par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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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간의 관행을 살펴보면 안보리는 년대까지만 해도 안보리 결정1990

을 준수할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 충돌하는지 여부를 자체적

으로 판단한 뒤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특히 회원국들이 . ,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결의를 채택한 뒤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장 제UN 

조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남로디지아 103 . 

내 불법적으로 수립된 정권(illegal r gime)é 의 규탄 및 제재 부과를 목적으

로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제 호 에서 가장 처음으로 관련 내용253 (1968)

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안보리는 결의 채택 이전에 존재한 계약이나 . 

면허에 관계없이 동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결정하였다, 제( 7

항).154) 이러한 관행은 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명시적으로 헌 2000 , UN 

장 제 조를 상기하거나103 ,155) 국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및 부과 “
된 의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라는 문언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156) 그러 

나 실제 상기한 관행이 국제법상 적법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 

154) 원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53, 29 May 1968, S/RES/253 (1968) para.7. 
문은 다음과 같다: “Decides that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hall give effect to the decisions set out in operative paragraphs 3, 4, 5 
and 6 of this resolution notwithstanding any contrac t entered into or licence 

이 외에도 이 granted before the date of this resolution.” S/RES/670 (1990)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결의들은 결정한다 는 내용이나 법적 구속력을 . , (decide)
의도하는 을 사용하지 않고 비회원국이나 지역 및 국제기구에도 결의를 shall , 
준수할 것을 요청 하는 형식으로 채택되었다(call upon) . S/RES/748 (1992), 
S/RES/757 (1992), S/RES/841 (1993), S/RES/864 (1993), S/RES/883 (1993), 
S/RES/917 (1994), S/RES/918 (1994), S/RES/1054 (1996), S/RES/1127 (1997), 
S/RES/1132 (1997). S/RES/1160 (1998), S/RES/1173 (1998), S/RES/1267 (1999), 

및 S/RES/1298 (2000), S/RES/1306 (2000), S/RES/1333 (2000) Repertory of 
Practice, Article 103, Supplement No.8 (1989-1994), Vol.6, pp.2-6; 
Supplement No.9 를 참조(1995-1999), Vol.6, pp.5-9 .

155) 안보리 결의 중에서는 결의 제 호 가 유일하다 670 (1990) . Security Council 
의 전문Resolution 670, 25 September 1990, S/RES/670 (1990) .

156)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any rights or 
해당 문obligations conferred or imposed by any international agreement ...” 

언이 결정으로 포함된 결의는 이 있다 그 외의 결의에서각S/RES/670 (1990) . 
주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청 하는 형태로 포함되었다154 (call up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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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는데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헌장상의 의, UN 

무로서 헌장 제 조에 따라 우선한다고 판시한 UN 103 Lockerbie 사건의 

논거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가. Lockerbie 사건의 판결 요지

Lockerbie 사건은 년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1971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이하 년 몬트리올 협약Civil Aviation, ‘1971 ’)에 의거하여 영국이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호기를 폭파시킨 혐의를 받은 리비아 국Lockerbie Pan Am 103

적자 명의 인도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2 .157) 이후 동 협약의 해석  , 

및 적용에 관하여 양국의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리비아가 에 ICJ

동 사건을 회부하면서 절차가 개시되었다 재판에 앞서 리비아는 테러 . 

행위자의 불처벌 및 인도 대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몬트리올 협약 제 조상, 7 158) 자국에 부여된 권리에 대한  

예단과 동 협약상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상황이 심화되는 것을 미

연에 방지하고자 재판소에 잠정 조치 명령을 요청하였다.159) 그러나 , ICJ

157) 정확히는 미국과 영국이 혐의자 인도를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영국 그리 , 
고 모두 미국이 피소국이 되었다 따라서 사건 역시 두 개의 판결. Lockerbie 
로 나뉘어 있다 다만 큰 법리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영국에 대한 . , 

의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보다 상세한 배경 설명은 ICJ . Andreas Paulus 
and Anne Dienelt, “Lockerbie Cases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vailable at https://opil.ouplaw.com/view/10.1093 /law: 

최종 접속일 년 월 일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60 ( : 2019 10 16 )
을 참조.

158) 제 조는 범죄인 인도의 기본적인 원칙인  7 aut dedere, aut judicare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tracting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lleged offender is found shall if it does not extradite 
him, be obligated ... to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Montreal, 23 September 1971,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974, No.14118, p.182.

159)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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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비아의 잠정 조치 요구를 기각하면서 리비아와 영국 모두 의 , UN

회원국이므로 헌장 제 조에 의거 안보리 결의 제 호 UN 25 748 (1992)160)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재판소는 비록 잠정조치 단계에. , 

서 동 결의의 법적 효과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헌장 제 조, UN 103

에 의거하여 일단은(prima facie)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우선하므 

로 리비아가 협약 상 향유하는 권리가 잠정 조치를 통해 보호되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161) 

동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청구 적격(admissibility)을 검토한 선결적 항

변 단계에서도 는 헌장 제 조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만ICJ UN 103 . , 

재판소는 안보리 결의 제 호 가 사건의 결정적 기일 후에 채택748 (1992)

된 결의이므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며,162) 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안 

보리 결의 제 호 는 권고적 성격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법적 구731 (1992)

속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163) 그 외에도 다수의 재판관들은 선언 164) 별, 

개의견165) 및 반대의견 166)을 통하여 안보리 결의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Jamahiriya v. United Kingdom /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I.C.J. Reports 1992 이하  (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p.7, paras.9-10.

160) 동 결의는 리비아가 호기 및 항공 호기  Pan Am 103 Union de transports 772
폭파 사건의 법적 처리와 관련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 
련 국가들의 요청에 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48, 31 March 

을 참조1992, S/RES/748 (1992) .

161)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supra note 159, p.15, paras.39-40.

162)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Kingdom /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of 27 February 1998,  Reports 1992 이하  (
‘Lockerbie, Preliminary Objection’), pp.23-24, para.38.

163) Id., p.26, para.44. 

164) Lockerbie, Preliminary Objection (Joint Declaration of Judges Guillaume 
and Fleischhauer), supra note 162, p.48; (Declaration of Judge Herczegh), 
p.53.

165)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supra note 159, p.28.

166)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supra note 159, pp.60-61, 6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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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 헌장 제 조와 관련된 쟁점 검토. UN 103

Lockerbie 사건에 대한 의 판결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리 결정을  ICJ , 

이행할 의무가 헌장상의 의무로 포섭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UN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 

생각된다 하나는 일단 해당 결의가 의무를 창설하였는지 여부일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만약 의무가 창설되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헌장 제, UN 

조의 규율 범위로 포섭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103 . 

먼저 안보리가 유효한 의무를 창설하였다는 전제 하에 의 회원국이 , , UN

아닌 국가 내지 국제기구를 상대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헌UN 

장 제 조에 의거하여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103 . 

헌장 제 조 항이 기구는 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UN 2 6 “ UN , 

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집단 안보 체제 보장 차원” , 

에서 안보리 결의가 동 원칙에 따라 비회원국에 확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67) 그러나 제 조상의 다른 원칙들과 비교하였을 때 동  2

조항은 비회원국에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168) 이라는 기 UN

구 자체에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169) 또한  Namibia 사건에서 는 비록 특정 안보리 결정이 모든 국가 ICJ

Ranjeva), p.7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p.80; Lockerbie, 
Preliminary Objection,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chwebel), supra note 
162, pp.67, 71, 76;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Sir Robert Jennings), 
pp.111-113. 

167) Hans Kelsen,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owa Law Review, 및  Vol.31 (1946), p.502 Hans Kelsen, 
The UN Law, supra 등note 118, pp.85-86, 108, 116 .

168) Stefan Talmon, “Article 2”,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I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55.

169) Norman Bentwich and Andrew Martin, supra note 5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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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어 비회원국이 그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협

조하여야 할지는 몰라도 제 조 및 제 조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 24 25

다는 점을 천명하였다.170) 그러나 해당 판결은 신탁통치의 종료라는 특 

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 재판소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171)

다음으로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일국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비록 . Lockerbie 사건의 선결적 항변 단계에 

서 재판소는 관할권 수립 후에 채택된 안보리의 결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는 잠정 조치 단계에서 안보리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 ICJ

면 헌장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가 일, UN 25 103

국에 주어진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논리 . 

구성을 다시 살펴보면 재판소는 먼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우선

한다는 점을 밝히고 난 뒤 안보리 결의의 법적 효과를 논할 수는 없다, 

고 하면서 리비아의 권리가 잠정 조치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고 설시

하였다.172) 재판관 또한 별개 의견을 통하여 안보리 결의 Shahabuddeen 

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리비아의 권리 행사가 제한

된다고 판단하였다.173) 아울러 안보리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 및 권 , 

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

한 결의들을 채택하는174) 등 헌장 제 조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권 UN 103

리간의 관계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175) 

170) Namibia, supra note 99, p.56, para.126.

171) Stefan Talmon, supra note 168, p.276.

172)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supra note 159, p.15, paras.39-40.

173) Id.,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p.28.

174) 예컨대 안보리는 회원국의 영토에서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통한 이라크 , 
나 쿠웨이트로의 출 도착을 규제하면서 제 항에 · 3 “decides that all States,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rights or obligations conferred or imposed 
by any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y contract or license or permit issued 

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였다before the date of this resolution” . Security 
을 참조Council resolution 670, 25 September 1990, S/RES/670 (1990) .

175) 재판관도 안보리의 결정이 몬트리올 협약 상 존재하는 리비아의  Schwebel 
권리 및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 
위하여 국제법상 일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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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장 제 조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안보리 결정 이행 의UN 103 , 

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권리 간 충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

이다.176) Lockerbie 사건에서 재판관 또한 반대의견을 통해  Bedjaoui UN 

헌장 제 조에 따라 리비아의 년 협약상의 의무보다 안보리 결의 103 1971

제 호 를 준수할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잠정 조748 (1992) , 

치를 통해 보호되었어야 하는 리비아의 권리 및 일반 국제법상 리비아가 

향유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77) 특 

히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원칙에 대해서 헌장 제, UN 

조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약법 협약 제 조 항이 권리 및 103 30 1

의무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은 헌장 제, UN 

조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일국에 103

부여되는 권리간의 충돌을 규율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해볼 수

도 있다.

다만 실제로 의무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간의 , 

충돌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

료된다 실제로 선결적 항변의 변론 단계에서 리비아는 헌장 제. , UN 103

조가 오로지 의무간의 충돌을 관할하는 조항으로 권리에까지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178) 그러나 영국은 안보리의 결정이 의무뿐만  , 

제시하였다. Lockerbie, Preliminary Objec tion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chwebel), supra note 162, pp.71, 76.

176) 사건 이전에 재판관은 헌장 제 조가 의무간의 충돌 Lockerbie Ruda UN 103
을 규율하는 규정이지 권리간의 충돌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Application for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24 
February 1982 in the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Tunisia v. 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of 10 
December 1985 (Separate Opinion of Judge Ruda), I.C.J. Report 1985, p.235, 
para.14.

177)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Dissenting Opinion of Judge Bedjaoui), 
supra note 159, p.46, paras.27-29; “That Article [103] ... is aimed at 
obligations whereas we are dealing with alleged ”rights“ such as, in my –
view, are protec ted by provisional measures and in addition, does not –
cover such rights as may have other than conventional sources and be 
derived from general international law.”

178) Verbatim Record of Lockerbie, Preliminary Objection, public sitt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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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안보리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존재

한다고 보면서 헌장 제 조가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조항이라, UN 103

고 반박하였다 특히 영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에 투자를 할 권리를 자국. 

민에 부여하는 양자 조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만약 안보리가 제 장, 7

에 따라 자국민이 다른 영토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다

면 일국이 해당 조약상 향유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상의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179) 

또 안보리 결의 상 혐의자를 인도할 의무가 년 몬트리올 협약상, 1971

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안보리 결의상의 인도할 , 

의무가 년 협약 상 혐의자들을 국내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1971

는 리비아의 권리 행사를 억압하였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법리는 다

르지만 결국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180) 따라서 헌장 제 조 , UN 103

가 의무간의 충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당사국의 

관점 내지 상황에 따라 당해 의무가 일국의 권리로 간주되는 경우, UN 

헌장 제 조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권리에까지 103 ,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사료된다.181)

다 의무 창설 여부.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 과연 어느 유

형의 안보리 결정까지 헌장상의 의무의 일부로 포섭되어야 하는가에 UN 

관한 문제 즉 안보리 결의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무가 창설되었는지에 ,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 Lockerbie 사건에서 는 안보리가 구속력ICJ

ICJ held on Wednesday 15 October 1997, at 10 a.m., para.3.35.

179) Id., paras.3.36-3.37.

180) c.f. Christian Dominic , “L'article 103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et le é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in Luigi Condorelli, Anne-Marie La Rosa and 
Sylvie Scherrer (eds), Les Nations Unies et le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Ed Pedone, 1996), p.179 cited in Robert Kolb, supra note 5, 

동 견해는 판사의 논지와 유사하다 본고 각주 p.217. Schwebel . ( 175)

181) Joost Pauwelyn, supra note 서은아 전게주 면37, pp.341-342; , 111,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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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권고

와 같이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경우 오로지 전자만이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다른 국제. UN 103

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동 결론은 타당하다고 , 

볼 수 있는가 아울러 안보리는 비군사적 강제조치? , 제 조( 41 ) 및 군사적 강 

제조치 제 조( 42 ) 외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허가 (authorization)182)

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회원국의 자율적인 실행에 맡기기도 하는데 안보, 

리가 결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헌장 제 조UN 103

를 원용할 수 없는가?

먼저 권고와 같은 비구속적 조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 구, , 

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회원국의 의사 표시 등과 같이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장상의 의무의 한 유형으로 포섭된다고 보UN 

기 어렵다.183) 한편 국가책임 초안 성안 당시에 국제법위원회는 안보리  , 

제재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권고에 그치더라도 일단 헌장상의 규정UN 

에 부합하여 채택된 경우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의 충돌 여부에 상, 

관없이 유효한 결정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어,184) 마치 권고적 결정 또 

한 헌장상의 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UN . , 

안보리의 경우 총회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릴 권

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허, 

가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의 권고까지 헌장상UN 

의 의무에 포섭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안보리의 허가 . , 

조치는 권고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며,185) 비록 헌장이 안보리가 채택 UN 

182) 을 수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는 박현석 안전 Authorization , , “UN 
보장이사회 에 대한 국제법원의 홍익법학 제 권 호 ”, 18 2決議 司法的 統制

면을 참조(2017), 147 .

183) Richard Lauwaars, supra note 132, p.1607; Rain Liivoja, supra note 111, 
p.587;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27.

18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9 및 , Vol.II para.14 note 
599.

185) 는 그러한 이유에서 안보리의 허가가 안보리에 고유한 Kolb (sui generis) 권
한이라고 평가한다. Robert Kolb, supra note 5,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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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결정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헌장 제 조상 , UN 103

헌장상의 의무의 일부로서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UN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안보리는 효과적인 평화유지 임무(peacekeeping operation)에 관한 

경우나 특정한 조치를 한정하지 않고 회원국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개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가하였다 법리. 

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으나 영국 대법원5 , (House of 

Lords)의 Al-Jedda 사건의 발단이 된 안보리 결의 제 호 는 허가  1546 (2004)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국내 법원 판결이지만 안보리의 허가 또. , 

한 헌장상의 의무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UN 

므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동 사건은 이라크 출신이자 영국 국적자인 Al-Jedda가 이라크 바그다

드에 방문해 있는 중 잔학 행위의 개시를 목적으로 이라크 밖에서 테러, 

리스트를 모집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영국군에 운영되는 시의 임시 Basra

구금 시설에 억류(detained)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영국은 이라크. “
의 안정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도록 이라크 내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허가 한다는 안보리 결의 제 호 ” 1546

제 항을 근거로 청구인 (2004) 10 Al-Jedda를 억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86) 

영국 대법원의 판사와 판사는 허가 역시 안보리가 국Bingham Carswell 

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의 한 유형으로서 헌장 제UN 

조상의 의무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103 .187) 실제로  

안보리의 허가 조치는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

186)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6, 8 June 2004, S/RES/1546 (2004), para.10.

187) R v.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On the Application of Al-Jedda), 
이하 Judgment of 12 December 2007, House of Lords [2007] UKHL 58 (

‘Al-Jedda House of Lords’) (Lord Bingham), paras.33-34; (Lord Carswell) 
결과적으로 영국 대법원은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따라 para.135. , 

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과. , 
는 달리 유럽인권재판소는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논의의 쟁점은 안, 
보리의 허가 조치가 헌장 제 조상의 의무에 포섭되는지가 아니었고UN 103 , 
동 결의가 청구인인 를 억류할 의무를 창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Al-Jedda
쟁점이 되었다 관련해서는 본고 각주 을 참조.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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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그 이유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제 조 및 제 조와 같, 41 42

은 제 장상의 조치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7

실행의 한 유형으로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188) 생각건대 만약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로 인해 안보리의 허가 조치의 이행이 불가하다면, 

헌장 제 조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 또 안보리는 국제평UN 103 . , 

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해당 책임의 일환으로 1 , 

채택된 조치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 조치 또한 헌UN 

장상의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89)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가 법적 구 , 

속력을 의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해당 결, UN 103

의상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상기의 질문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안보리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또는 

안보리에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여(ultra vires) 결의가 채택된 경우에도 다

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Lockerbie 사건에서 는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헌장 제 조 ICJ UN 2

등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의무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제 조상의 안보리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기인하였25 ‘ ’ 
다고 판단하였다.190) 그렇기 때문에 제 조 항에 의거하여 안보리는  24 2

의 목적과 원칙 에 따라 결정을 채택함은 물론‘UN ’ ,191) 회원국들 또한 안 

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

참조3-1] ).192) 즉 안보리의 결의가 헌장상의 의무 개념에 포섭된다  , UN 

188) Nico Krisch, “Article 42”,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II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340;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26. 

189) Robert Kolb, “Authorizations”, supra note 149, p.25-26;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26; Sophocles Kitharidis, “The Power of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on Treaty Oblig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20 (2016), p.120.

190) Lockerbie, Provisional Measures, supra note 159, para.39.

191) Derek Bowett, “The Impact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 (1994) 
pp.92-93; Rain Liivoja, supra note 111, p.586;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24; Sophocles Kitharidis, supra note 189, p.114.

192) 그렇다고 해서 안보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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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해당 권한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헌장상 안보리에 부여된 권, 

한 내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193)

안보리의 결정
헌장 UN 

제 조25
헌장 UN 

제 조103

헌장 제 조 항UN 24 2
의무의 파생

(derivative obligations)

국내 이행 절차“ ”

그림 [ 3-1 안보리 결정에의 헌장 제 조 적용] UN 103

요컨대 헌장 제 조가 헌장의 특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UN 103 UN 

무(obligations under any provisions of the Charter)가 아닌 헌장상의 의UN 

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194) 안보리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법 , 

적 구속력을 의도할 목적으로 채택된 결정 역시 헌장 제 조에 의UN 103

거하여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

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판소들에 회부된 사. , 

건의 경우 그간 발생한 의무간의 충돌의 양태와는 다소 다르다 특히. , 

년대 초부터 안보리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활용함2000

에 따라 안보리 제재 결정에 대한 헌장 제 조의 적용에 관한 논의UN 103

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 관련해서는 장을 바꾸어 검토하도록 한다, .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lan Boyle and Christine Chinkin,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31.

193) Prosecutor v. Dusko Tadi ,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ć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 tion, Case No. IT-94-1-AR72 (2 October 
1995) 이하 ( ‘Tadi ICTY Decisionć ’), para.28; “the Security Council is an 
orga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a treaty which serves 
as a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at organization. The Security Council is 
thus subject to certain constitutional limitations, however broad its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maybe.”

194) c.f. Repertory of Practice, Article 103, Supplement No.3 (1959-1966), Vol.4, 
p.209, par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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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상의 문제4 

제 절 안보리의 스마트 제재1 

안보리의 권한 및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안보리가 특정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인 이른바 스마트 제재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

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안보리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 , 

를 의결하였다면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UN 103

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자동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가

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안보리의 제재 . 

조치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유럽의 재판소들에 제기된 사건들 중 

헌장 제 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UN 103 .

스마트 제재의 유형1.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차적인 책임이 있는 안보리는 헌장 제1 UN 7

장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에 관한 조치‘ , ’
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 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병력의 사용. , 41 “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
있다 여기서 어떠한 조치라 함은 동 조항 후단에 따라 경제관계 및 철. “
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 , , , ,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 하는 조치인데 동 조항이 안보” , 

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완전히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 제 장에 7

의거한 비군사적 강제 조치(non-military enforcement measures)를 포괄한다

고 간주된다.195) 

195) Leland Goodrich, Edvard Hambro and Anne Simons, supra note 52, 
pp.311-312; Nico Krisch, “Article 41”, in Bruno Simma et al. (e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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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안보리는 제재 조치를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여 왔는

데,196) 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안보리는 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1990

하는 포괄적 경제 제재 조치(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를 정책 수

단으로 삼았다.197) 동 조치는 대개 징벌적인 성격보다는 특정 제재 대상 

국 또는 정권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198) 그러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조치는 중대한 인도적 사태를 유발하

였다.199) 또 정작 태도 변화의 대상이 되는 정치 특권층에게는 영향을  , 

행사하지 못한 채 제재 대상국으로 선정된 국가 또는 정권의 국민들에, 

만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00) 따라서 년대 중반부터는  , 1990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대상자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

식인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201)와 같은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II (Oxford 
사건에서 또한 구유고전University Press, 2012), p.1311. Prosecutor v. Tadić

범재판소 는 관할권 존부를 다투면서 제 조 상 열거된 조치는 예시에 (ICTY) 41
불과 하며 재판소는 헌장 제 조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merely illustrative) , UN 41
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해서는 . Tadi ICTY Decision, supra ć note 193, 

참조paras.33-36 .  

196)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제재 조치는 안보리가 제 조에 따라 취하는 금수  41
조치 무역 제한과 같은 경제 제재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제, 
재만을 의미한다 그 외의 제재 유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 Tom Ruys, 
“Sanc tions, Retortions and Countermeasures: Concepts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n Larissa van den Herik (ed), Research Handbook on 
U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를 참조pp.20-24 .

197) Nico Krisch, supra 포괄적 제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note 195, p.1308. 
Arne Tostensen and Beate Bull, “Are Smart Sanctions Feasible?”, World 
Politics, Vol.54, No.3 (2002), pp.373-403; Jeremy Farrall, United Nations 
Sanc tions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등을 참조pp.107-110 .

19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Position Paper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50/60 (25 January 1995), p.16, para.66.

199) 특히 이라크 안보리 제재는 인도적 재해 라고 일컬어 (humanitarian crisis)對
질 만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되는데 관련해서는 대이라크 제재 , 
체제 부분에서 부연하도록 하겠다.

20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54/2000 (27 March 2000), p.36, 
para.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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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2) 비록 스마트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는 듯하나 대개 금 , 

융 자산의 동결 무기 및 사치품에 대한 금수 조치 여행 제한 등의 조, , 

치를 일컫는다.203)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는 주로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안보리 의 제재 조치와 대테러 제재 조치가 문제가 된 바 두 제재 체제‘ ’ ,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204)

가 대이라크 제재 체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고 쿠웨이트 내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한 안보리 결의 제 호 660 (1990)205) 채택 일 후인 년 월 일 4 1990 8 6 , 

안보리는 이라크가 상기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라크에 포괄

적인 제재를 가하는 결의 제 호 661 (1990)206)를 채택하였다 일부 인도적 . 

201) 표적 제재 로도 알려져 있는 스마트 제재는 사람재산 포 (targeted sanctions) (
함 또는 단체 에게 가해질 수도 있고 선박 과 같은 사물에 가해) (entity) , (vessel)
질 수도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사람재산 포함 또는 단체에게 가해지는 제. , ( ) 
재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202) 첫 번째로 취해진 스마트 제재는 년과 년  1997 1998 UNITA(National Union 
의 포르투갈 약칭를 대상으로 한 여행 for the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

제한 조치 및 금융 제한 조치이다 관련해서는 및 . S/RES/1127 (1997) 
을 참조 스마트 제재에 관한 국제적인 S/RES/1173 (1998), S/RES/1176 (1998) . 

논의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Sue Eckert, “The Evolution and Effectiveness 
of UN Targeted Sanc tions”, in Larissa van den Herik (ed), Research 
Handbook on U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를 참조2017), pp.58-62 . 

203) Iain Cameron, “UN Targeted Sanctions, Legal Safeguard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2, 

및 Issue 2 (2003), p.160 note 4.

204) 안보리의 제재 체제를 강조한 이유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개별 국가들 
이 취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공중 폭격 구역(no-fly zone) (aerial bombing 

설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다zones) ,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Sanctions Against Iraq and 
Human Rights: a Devastating, Misguided, Intolerable Method, Report No.321/2 

최종 접속일(2002) available at https://www.fidh.org/IMG/pdf/iq321a.pdf ( : 2019
년 월 일9 23 ), p.5.

205)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60, 2 August 1990, S/RES/660 (1990).

206)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61, 6 August 1990, S/RES/66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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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을 제외하고,207) 동 결의에 따라 이라크의 대외 경제관계가 사 

실상 모두 차단되었다 제 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는 정전. 1 (cease-fire)을 선

언하고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였으나 안보리는 이라크의 정전 의무 준수 , 

및 생화학 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전면 폐기와 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결의 제 호 를 채택하였687 (1991)

다.208) 동 결의는 쿠웨이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이라크에 대해 , 

서는 제 호 제재 체제를 존속 및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661 .209) 

이라크에 대한 오랜 기간의 포괄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 

기존에 목표한 바와는 달리 민간인들에 심각한 인도적 피해를 초래하였

다.210) 비록 뒤늦게 석유식량교환 (Oil-for-Food)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나,211) 이 

라크에 대한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조치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UN 

을 받았다.212) 결과적으로 안보리가 스마트 제재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207) 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 제 호 제 항 및 제 항은 의약품 및 인 661 (1990) 3 (c) 4
도적 상황 발생 시 식량품 등을 매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208)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 3 April 1991, S/RES/687 (1991).

209)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supra note 204, p.5; Daniel H. 
Joyner, “UN Counter-Proliferatio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in 
Larissa van den Herik (ed), Research Handbook on U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p.106.

210) 상세한 내용은   David Cortright and George A. Lopez, “Are Sanctions Just? 
The Problematic Case of Iraq”,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2, No.2 
(1999), p.740 et seq.; August Reinish, “Develop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ccounta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5, No.4 

등을 참조(2001), pp.851-853 .

211) 안보리는 식량과 같은 인도적 물품 구입을 위한 지불 유형으로 원유의 판 
매를 허가하는 결의 제 호 결의 제 호 를 채택하였으나 이706 (1991), 712 (1991)
라크 정부가 거절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 이후 안보리가 결의 제 호 . 986 (1995) 
채택하여 이라크 정부와 양해각서 를 체결하(Memorandum of Understanding)
면서 비로소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었다 관련해서는 Oil-for-Food . 
“Oil-for-Food”, (Office of the Iraq Programme, 2003) available at https:// 

최종 접속일 년 월 일www.un.org/Depts/oip/background/index.html ( : 2019 9 24 )
을 참조.

212) 포괄적 제재에 가해진 비판들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우므로 내부에서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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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다 부연하자면 안보리는 결의 제 호 . , 1483 (2003)213 )를 채택하

여 이라크에 대해서도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 하의 관련 당국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 체제를 수립하였고 결의 제 호 , 1518

(2003)214)를 채택하여 제재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를 관할하는 제 제1518 

재 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대테러 제재 체제. 

안보리는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제재 조치를 빈번하게 활용하여 왔

는데 대표적으로 결의 제 호 와 제 호 가 있다, 1267 (1999) 1373 (2001) .215) 아 

나온 비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의 대이라크 인도주의 업. , UN前
무 담당자 와 은 (Humanitarian Coordinator) Dennis Halliday Hans von Sponek
제재로 인해 이라크의 사회가 초토화되었다 고 비판하면서 자리에서 물러“ ” , 
났다. “The Hostage Nation”, The Guardian, 29 November 2001 available at 

최종 접속일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1 /nov/29/iraq.comment ( : 
년 월 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또한 이라크 사태는 2019 9 25 ). UN Kofi Annan “
기구에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고 하면서 안보리에 제재의 (UN) ” “

대상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를 구하라 고 ”
요구하였다.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ecretary-General Says Security Council Should Seek Every Opportunity to 
Alleviate Suffering of People of Iraq, SG/SM/7338, 24 March 2000.

2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 22 May 2003, S/RES/1483 (2003).

21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18, 24 November 2003, S/RES/1518 (2003).

215) 안보리 결의 제 호 는 유럽사법재판소의  1267 (1999) Kadi 사건과 유럽인권재 
판소의 Nada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결의 제 호 는 유럽사 , 1373 (2001)
법재판소의 Organisation des Modjahedines du peuple d’Iran(OMPI) 사건과 영 
국 대법원의 Ahmed and others 사건 등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뿐만 아 . 
니라 다수의 학자들이 해당 결의들을 안보리의 대테러 정책의 기초가 되는 , 
문건으로 검토한다. Iain Cameron, supra note 203, pp.159-214; Jane 
Stromseth, “The Security Council’s Counter-Terrorism Role: Continuity and 
Innovatio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97 (2003), pp.41-45; Martin Scheinin, “United Nations 
Law: Substantive Constitutionalism through Human Rights versus Formal 
Hierarchy through Article 103 of the Charter”, in Federico Fabbrini and 
Vicki Jackson (eds), Constitutionalism Across Borders in the Struggle Against 
Terrorism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pp.19-21; Lisa Ginsborg, “UN 
Sanc tions and Counter-terrorism Strategies: Moving Towards Thematic 
Sanc tions Against Individuals?”, in Larissa van den Herik (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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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니스탄 내 탈레반(Taliban)216) 조직이 오사마 빈 라덴 (Usama Bin Laden 

또는 Osama Bin Laden)을 인도하고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은신처 제공을 , 

중단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하여 안보리는 당국자들 혹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결의 제 호 를 채택하였다1267 (1999) .217) 동  

결의는 탈레반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이들이 소유하는 재, 

산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창출된 자금을 포함한 자산 및 기타 금융 자원을 

동결 제 조 항( 4 (b) )하는 조치와 제재위원회의 설치 제 항( 6 )를 골자로 한다 이. 

후 안보리는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 , 혹은 (Al-Qaida Al-Qaeda) 조직 결(

의 제 호 제 항1333 (2000) 8 )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 조직 사업, , , (undertaking) 

및 기업(entity)으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결의 제 호 제 항( 1390 (2002) 2 )218) 그 . 

중에서도 결의 제 호 는 테러 행위가 특정 국가나 영토에 관련1390 (2002)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 테러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에 위협을 구성, 

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219) 비 

교적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은‘ (open-ended)’ 결의 제 호가 채택되면1390

서,220) 제 제재 체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1267 .221)

다음으로 년 월 일 테러 발생 이후 안보리는 의 대테러 , 2001 9 11 , UN

Handbook on U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pp.73-104.

216) 탈레반은 스스로를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

21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28 September 2001, S/RES/1373 (2001).

218) 그러나 안보리가 결의 제 호 및 제 호 를 채택하면서 , 1988 (2011) 1989 (2011) , 
기존의 제재 체제는 탈레반 제재 목록 제 호 과 알 카에다 제재 목록 제( 1988 ) (

호 으로 이원화 되었는데 알 카에다 제재 목록만이 제 제재 위원회 1989 ) , 1267 
산하에 남게 되었다 이후 안보리 결의 제 호 가 채택됨에 따라 . 2253 (2015)

가 알 카에다 제재 목록의 일부로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ISIL)
포함되었다 관련해서는 . S/RES/1988 (2011), S/RES/1989 (2011), S/RES/2253 

을 참조(2015) .

219) Lisa Ginsborg, supra note 215, p.75.

220) Iain Cameron, supra note 203, p.164.

221) Helen Keller and Andreas Fischer, “The UN Anti-terror Sanctions Regime 
under Pressure”, Human Rights Law Review 일부 학자들, Vol.9, No.2, p.257; 
은 제 제재 체제가 범세계적인 접근성 을 가지고 되었다고 1267 (global reach)
평가한다. Jane Stromseth, supra note 215, p.43; Lisa Ginsborg, supra note 
215,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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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초석이 된 결의 제 호 를 채택하였다1373 (2001) .222) 동 결의는 테 

러 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테러 방지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

하고,223) 지금의 대테러 위원회 (Counter-Terrorism Committee)로 알려진 안

보리 산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 

혁신적이라고 평가된다.224) 첫 번째는 다른 제재 결의와는 달리 별도의  

제재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국가들이 자산 동결 대상자를 직접 지정, 

토록 하였다는 점이다.225) 두 번째는 의 회원국들 전원이 테러와 관련 UN

된 협약 또는 의정서 비준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해당 결의에 따라 테

러 방지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 

로 동 결의는 테러자금 조달방지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포함하여 테러와 관련된 국제, 

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국가들의 당사국 참여 제 항 ( 3 (d)) 및 명시 

적으로 테러리즘과 관련된 협약과 의정서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제 항 ( 3 (e)).226)

222)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28 September 2001, S/RES/1373 (2001). 
Eric Ros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7, No.2 (2003), p.333.

223) 구체적으로 는 안보리 결의 제 호 가 테러 자금 지원 , Eric Rosand 1373 (2001)
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Id., p.334.

224) Jane Stromseth, supra note 215, p.43; Paul Szasz, “The Security Council 
Starts Legislating”,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6, Issue 4 
(2002), p.901.

225) 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결의로 안보 Krisch
리 결의 제 호를 예로 들었으나 적절한 예시인지 의문이 든다 동 결의 1373 , . 
제 항 는 회원국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행위에 가담하1 (c) , , 
거나 행위의 개시를 조장한 자들에 대한 자산을 동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으며 결의 이행을 감독할 제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을 뿐 제 항 제재 대, ( 6 ), 
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안보리 공식 홈페이지. , UN 
의 제재 위원회 목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 항 항에 , 1 (c)
의거하여 국가에 선정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Nico 
Krisch, supra 을 참조note 195, p.1313 .

226) 안보리는 해당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일종의 입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 
로 이해되는데 관련해서는 , Martin Scheinin, supra note 215, p.20; Paul 
Szasz, supra note 224, p.905; Luis Martinez, “The Legislative Role of the 
Security Council in its Fight against Terrorism: Legal, Political and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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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2. 

기존의 포괄적 제재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피해를 야기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스마트 제재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구분된, 

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익을 위해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의 권리 향유. , 

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무엇보다. , 

스마트 제재는 개인에 가해진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였다.227) 물론 안보리가  , 

국가 또는 유럽연합 이하 (European Union, ‘EU’)과 같은 기구가 제재 대상

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절, 

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228) 그러나 설령 국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정  , 

과정에서 활용된 기밀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웠다.229) 또한 대개 결의를 통해 설치된 제재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closed session)를 거쳐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결정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230) 

예외적으로 제재 해제(delisting) 절차가 있더라도 제재 대상자가 해당  , 

Limi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7 (2008), p.350 
등을 참조.

227) Martin Scheinin, supra note 215, p.20.

228) c.f. Case T-228/02 Organisation des Modjahedines du peuple d’Iran v. 
Council. [2006] ECR II-4665, paras.99-103.

229) 안보리 제재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James 
Cockayne et al., Fairly Clear Risks: Protecting UN Sanction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United Nations 
University, 2018 ) available at https://collections.unu.edu/eserv/UNU:6450/UNU_ 

최종 접속일 년 월 일 을 참조FairlyClearRisks_FINAL_Web.pdf ( : 2019 9 25 ) .

230) Stephan Hollenberg, “The Security Council’s 1267/1989 Targeted Sanctions 
Regime and the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 Proposal for 
Decentralization of Review”,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8 
(2015), p.51 et seq 물론 안보리가 직접 제재 대상자 혹은 대상을 선정하여 . 
결의 채택 시 부속서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재 . 
체재 중 직접 제재 대상자를 포함한 결의는 다음과 같다: DPRK  
[S/RES/2397 (2017); S/RES/2375 (2017); S/RES/2371 (2017); S/RES/2356 (2017); 
S/RES/2321 (2016); S/RES/2270 (2016); S/RES/2094 (2013)l; Al-Qaeda/ISIL 
[S/RES/2368 (2017)]; Guinea-Bissau [S/RES/204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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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예컨대 제 제재 위원. , 1267 

회의 제재 해제 절차는 개국만이 반대하여도 가해진 제재가 유지되었으1

며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 호 상 마련된 제재 해제 절차 , 1989 (2011) 

또한 개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거부권6 (veto) 행사가 가능한 개국 이상이  1

반대하는 경우 제재로부터 해제될 수 없었다.231) 뿐만 아니라 제재 초기 

에만 해도 제재 대상자는 국적국이나 거주지국,232) 또는 제재 지정국을  

통해야만 해제 신청이 가능하였다.233) 

이후 안보리는 Focal Point234 ) 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제재 위원회 

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235) 또 옴부즈만 , 

(Office of the Ombudsperson) 제도를 통해 제재 대상자가 제재 선정 이유 

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재 대상자의 제재 해제 절, 

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236) 더욱이 대테 , 

러 제재 체제 산하에 대테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제재 이행을 점검하

는 업무 지원 및 감시팀(Monitoring Team)을 구축하는 등 제재 체제의 효

231) Dire Tladi and Gillian Taylor, “On the Al Qaida/Taliban Sanc tions Regime: 
Due Process and Sunsettin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Issue 4 (2011), p.788.

232) e.g. “Delisting Guidelines” (Security Council, 1518 Sanctions Committee) 
available at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518/materials/delist 

최종 접속일 년 월 일ing-guidelines ( : 2019 9 25 ).

233) e.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89, 17 June 2011, S/RES/1989 (2011), 
para.27.

234) 를 담당부서 혹은 접촉창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Focal Point , 
원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백상미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와 한. , UN 『
국의 실행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면 참조( , 2014), 26 .』

235) 안보리 결의 제 호 는 개의 제재위원회  1730 (2006) 11 [S/RES/1718 (2006), 
S/RES/1636 (2005), S/RES/1591 (2005), S/RES/1572 (2004), S/RES/1533 (2004), 
S/RES/1521 (2003), S/RES/1518 (2003), S/RES/1267 (1999), S/RES/1132 (1997), 

및 에 시민권 보유국S/RES/918 (1994) S/RES/751 (1992)] (state of citizenship) 
또는 거주지국을 통한 제재 해제 신청 외에도 를 통하여 개별적Focal Point
으로 제재 해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0, 19 December 2006, S/RES/1730 (2006), para.2.

236) 다만 옴부즈만 제도는 알 카에다 제재 목록 결의 제 호 에 선정된 대상 , ( 1989 )
자에 한정된다 동 제도는 안보리 결의 제 호 부속서 에 포함되었. 1904 (2009) II
으며 결의 제 호 에 따라 년 월까지 업무가 연장되었다, 2368 (2017) 2021 12 . 

을 참조S/RES/1904 (2009), S/RES/2368 (2017 ) .



- 62 -

과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다.237)

그럼에도 해당 제도들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나 적법절차의 보장

과 같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의 절차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

는 사법 구제책(judicial remedy)이 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238) 

특히 옴부즈만 제도의 경우 제재 위원회가 제재를 유지하거나 안보리의 ,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재 해제 절차가 무력화될 소지가 , 

있어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종합컨대 그간 안보리가 제 조에 따라 채택한 제재 조치들은 그 유, 41

형에 상관없이 의 또 다른 핵심 기둥인 인권 보호와 쉽게 조화될 수 UN

없는 조치로 이해되었다.239 ) 특히 스마트 제재의 경우 제재 대상자로 선 , 

정된 개인들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제도적 탈출구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의 국내 법원이나 지역 인권재판소 등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 

럽 지역의 재판소에 회부된 사건들은 스마트 제재에 대한 헌장 제UN 

조 적용 여부에 주는 시사점이 큰데 관련해서는 절을 바꾸어 논하도103 , 

록 한다.

237) 본 명칭은 이며 안보리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 
결의 제 호 부속서 에 포함되었으며 추후 결의 제 호 를 1526 (2004) I , 2253 (2015)
통해 업무가 확정되었다 현재는 안보리 결의 제 호 에 따라 년 . 2368 (2017) 2021
월까지 업무가 연장된 상태이다 및 12 . S/RES/1526 (2004), S/RES/2253 (2015) 

참조S/RES/2368 (2017) .

238) Lisa Ginsborg and Martin Scheinin,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The Kadi II Conundrum and the Security Council 1267 Terrorist 
Sanc tions Regime”, Essex Human Rights Review, Vol.8, No.1 (2011), p.13; 
Jared Genser, “When Due Process Concerns Become Dangerous: The 
Security Council’s 1267 Regime and the Need for Reform”,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한, Vol.33, Issue 1 (2010), p.22. 
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이하 주석서 또한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권and Political Rights, ‘ICCPR’) 
리 제 조 항 와 관련하여 한편 주석서는 정치적인 기관이 내리는 ( 2 3 (b)) , ICCPR 
결정은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N.P. Engel, 
1993), p.59.

23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A/53/1 (27 August 1998), p.7, para.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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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제재 이행 의무와 권리 보장 의무간의 관계2 

의 유럽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240)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유럽 공동체의 인권 보호라는 공동체적 가치 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안보. , 

리 제재 결정에 대한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청구인들의 소송 창구가 되

었다 이하에서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개인. 

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를 다툰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사 

건,241) 유럽인권재판소의  Nada 사건과  Al-Dulimi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각 사건에서 재판부가 제재 결정 이행 의무를 어떻게 해석. , 

하고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헌장 제 조의 적용에 어UN 103

떠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240) 조약 제 조 항 단 첫 문장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법재판소 EU 19 1 1 , 
일반재판소 및 전문재판소(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specialised 

로 구성되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다만 본고에courts) , . , 
서 다루는 사건들이 모두 명칭 변경 전에 심리된 바 사법재판소의 변경 전 , 
명칭인 를 사용하여 유럽사법재판소와 구분한ECJ(European Court of Justice)
다 유럽사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은 . Alan Dashwood et al. (eds), Wyatt and 
Dashwood’s European Union Law (6th ed.) (Hart Publishing, 2011), pp.61-65; 
Michal Bobek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Anthony 
Arnull and Damian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153-177; Takis Tridima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Robert Sch tze and Takis ü
Tridimas, Oxford Principles of European Union Law Vol.I: The European –
Legal Order 등을 참조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581-609 .

241) 본고에서는 이른바  Kadi II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할 실익이 없다고 판 
단하여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 Kadi II 사건은 청구인인 의 제재가 해 Kadi
제된 후 이루어진 판결로서 법 자체에 방점을 두고 판결이 진행되며 사EU , 
실상 선행하는 Kadi I 사건에서 가 제시한 법리를 재확인하는데 지나지  ECJ
않기 때문이다. Kadi II 사건의 일반재판소 판결은 Case T-85/09 Kadi v. 
Commission 을 항소심 판결은 [2010] ECR 2010 II-05177 , Joined Cases 
C-584/10 P, C-593/10 P and C-595/10 P Commission and Others v. Kadi, 

을 참조 한편 항소심에서 [2013] ECR 2013-00000 . , Kadi 사건과 병합된 제 심1
재판소의 Yusuf and Al Baraakat 사건의 판시는 별도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각주에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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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비록 세 사건 모두 기본적으로 안보리 제재 결정이 청구인, 

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 

사건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사견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의 전개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첨언하고자 한다 먼저 유럽사법재. , 

판소에 회부된 Kadi 사건의 경우 공동체가 채택한 규칙의 공동체 질서  

합치 여부에 방점을 둔 행정소송으로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법리를 추, 

출하여 살펴볼 것이다 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된 두 사건은 유럽. , 

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중심으로 청구인의 실질

적인 피해의 존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데 재판소에 회부되기 이, 

전에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242)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각국의  , 

최고법원 판결을 참조토록 한다.

사건의 배경 및 개요1.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된 Kadi 사건은 의 구성원이 아닌 가 알 UN EU

카에다 조직에 대한 금융 및 자산 동결 조치를 포함하는 안보리 결의 제

호 및 제 호 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규칙에 의해 사1267 (1999) 1333 (2000)

우디아라비아 국적의 국제사업가인 Yassin Abdullah Kadi 이하 ( ‘Kadi’)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243) 구체적으로 기존의 이사회 

규칙244) 제 호 467/2001 245)를 개정하는 위원회규칙 제 호에 의2062/2001

242) 유럽인권협약 제 조 항은  35 1 “the [ECtHR] may only deal with the matter 
after all domestic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according to the generally 
recong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from the date on which the final decision was taken” .

243) Case T-315/01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이하 , [2005] ECR II-3659 (
‘Kadi I CFI’), para.10 et seq.

244) 이사회 또는 이사회 또는 유럽 EU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이사회 및 유럽평의회는 명칭이 유사하나 서로 다른 기관(European Council) 
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유럽평의회는 민주주의의 촉진과 인권 및 법의 . ,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유럽이사회는 의 부속기관으. EU
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 정책 EU EU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유럽의회 와 . EU (European Parliament)
함께 의 입법기관이다 각 기관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 EU . EU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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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246) 년 월 일 부로 의 내 자산이 동결되었다 그러나  2001 10 19 Kadi EU . 

청구인 는 자산 동결 이전에 별도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Kadi , 

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및 사실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반박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 는 공동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내. , Kadi

부 적법성(internal lawfulness) 심사 없이 이사회 및 위원회 규칙이 채택됨 

으로써 자신의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재산권 및 실효적 사법심사권,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247) 따라서 청구인과 관련되는 한 규칙 , 

들이 취소(annul)248)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49) 

최종 접속일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_en ( : 2019
년 월 일 을 참조9 5 ) .

245)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되고 부속서 에 포함된 자연인 또는  “[ ] I ...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모든 자산 및 기타 금융 자원을 동결한다 는 제 조, ” 2
에 의거하여 청구인 에 제재 조치가 부과되었다 아울러 동 규칙의 채택Kadi . , 
으로 안보리 결의 제 호상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이사회규1267
칙 제 호가 폐기 되었다337/2000 (repeal) . Council Regulation No 467/20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이후 이사L.67 6 March 2001, p.2. 
회규칙 제 호는 안보리 결의 제 호 의 이행을 위해 가 이497/2001 1390 (2000) EU
사회규칙 제 호를 채택하면서 폐기되었다881/2002 .

246) Commission Regulation No 2062/20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277 20 Oc tober 2001 p.25. 

247)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s.59, 139 et seq.

248) 한국에서는 를 크게 무효 또는 취소로 번역하고 있다 취소를 사 annulment . 
용하고 있는 저서 내지 논문으로는 김대순 김민서 법론 제 판 삼· , EU ( 2 ) , (『 』
영사 면 박덕영 외 인 법 강의 제 판 박영사, 2015), 41 ; 16 , EU ( 2 ) , ( , 2012), 52『 』
면 김두수 법 삼영사 면 등이 있다 무효라고 번역한 저서 ; , EU , ( , 2015), 93 . 『 』
내지 논문으로는 이주윤 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법의 관계, “ EU : ECJ
의 판결과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 호 Kadi Solange ”, 55 4

면 도경옥 테러혐의자에 대한 의 선별적 제재 서울국제법연(2010), 217 ; , “ UN ”, 
구 제 권 호 면 등이 있다 에 대한 결과에 17 1 (2010), 149 . Action for annulment
대해서 규정한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이하 기능조약 제 조의 원문을 살펴보면 Union, “EU ”) 264 “if the action is well 
founde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declare the act 
concerned to be void 필자 강조( )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통”, (
해 입법행위가 무효 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판결의 결과에 무게를 두고 ) (void)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조가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 등을 취. , 4
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무효 등 확인소송을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 
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국내의 용례에 비추어 , 
취소 소송로 번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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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된 두 사건 모두 흥미롭게도 스위스를 제, 

소하였다 그러나 . Nada 사건은 대테러 제재와 관련이 있으며 , Al-Dulimi 

사건은 대이라크 제재와 관련이 있다 먼저. , Nada 사건은 출입 및 통과  

제한(entry-and-transit ban) 조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제 호 의 1390 (2002)

이행을 위해 스위스가 에 가입하기 이전 제정한 탈레반 조례UN

(Ordinance of 2 October 2000, “Taliban Ordinance“)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탈리아 및 이집트 이중국적자인 Youssef Moustafa Nada이하( , ‘Nada’)가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250) 조례가 개정된 후 청구인은 치 , 

료 및 법적 절차를 밟을 목적으로 스위스의 연방이민청(Swiss Federal 

Office of Immigration, Integration and Emigration, IMES)에 출입 허가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251) 는 스위스에 제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 Nada

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스위스의 최, 

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252) 따라서 청구인은 제재 조 , 

치로 인하여 유럽인권협약 제 조5 자유권( ) 제 조, 8 사생활과 가족들의 삶 가정( , 

과 서신 등을 존중 받을 권리) 제 조, 9 사상 양심 또는 종교의 자유( , ) 및 제 조 13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상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 

장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253)

249)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37.

250) Nada v. Switzerland [GC] (App. No. 10593/08), ECtHR, Judgment of 12 
이하 September ( ‘Nada GC ’), paras.11-22.

251) 스위스 연방이민청은 기존에 였다가 년 월 일부로 연방난민청 IMES , 2005 1 1
과 합병하면서 (Federal Office for Refugees) Federal Office for 

으로 개편되었으며 년 월 일 Migration(FOM) , 2015 1 1 State Secretariat for 
으로 개편하였다 관련해서는 Migration(SEM) . https://www.sem.admin.ch/sem/ 

최종 접속일 년 월 일 을 참조 한편en/home/ueberuns/sem.html ( : 2019 11 26 ) . , 
년 월 일 스위스 연방이민청은 청구인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법적 2006 9 20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출입을 허가하였으나 청구인
이 활용하지 않았다. Nada GC, supra note 250, para.34.

252) Youssef Nada v.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and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Case No. 1A 45/2007 BGE 133 II 450, ILDC 

이하461 (CH 2007) ( , ‘Nada BGE’).
253) Nada GC, supra 실질적으로 본고의 논의와 유관한 부분note 250, para.3. 

은 제 조상의 권리 침해 여부에서 검토되므로 동 조항에 관한 재판소의 논거8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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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ulimi 사건은 안보리가 사담 후세인 정권 하의 관련 당국자들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이라크 발전 기금(Development Fund for Iraq)으로의 환

수 조치를 포함하는 결의 제 호 를 채택한 뒤1483 (2003) ,254 ) 동 제재 조치 

의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제 제재 위원회가 년 1518 2004

월 일 이라크 국적의 4 26 Khalaf M. Al-Dulimi 이하 ( ‘Al-Dulimi’)와 그가 대

표이사(managing director)로 있는 소재의 Panama Montana Management 

주식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255) 피청구국인  

스위스 당국은 이라크 조례(Ordinance of 7 August 1990, “Iraq Ordinance”) 

제 조2 256) 및 관련 안보리 결의의 국내 이행을 목적으로 채택한 몰수 조 

례(Ordinance of 18 May 2004, “Confiscation Ordinance”)257)에 의거하여 안보, 

리 결의 제 호 채택 이후부터 동결되어온 스위스 내 청구인의 661 (1990) 

자산을 몰수하였다.258) 청구인 는 동 조례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Al-Dulimi

25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 22 May 2003, S/RES/1483 (2003), para.23. 
동 결의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한 직후 회원국 및 의 비회원국UN UN
들이 이라크 및 점령군 에 의해 몰수된 쿠웨이트 자원들에 일반적인 (occupier)
금수조치 를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결의 제 호 (embargo) 661 (1999)
를 대체하는 결의로 이해되며 대량살상무기 의 , (weapons of mass destruc tion)
무장해제 법의 지배에 입각한 대표 정부 수립 및 전 이라크 정권의 범죄 및 ,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accountability) .

255)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App. No. 
이하 5809/08), ECtHR, Judgment of 21 June 2016 ( ‘Al-Dulimi GC’), 

paras.14-17.

256)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 이라크 조례는 스위스가 비회원 (Federal Council) UN 
국이었을 당시 안보리 결의 제 호 상의 금수 조치 를 이행661 (1990) (embargo)
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제 조는 전 이라크 정권의 고위 공직자 . 2
및 가족에 속하거나 관리 하에 있는 자산 및 자원 동결하고 항 항의 (1 (b)) (b)
대상자에 의해 혹은 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거나 관리되는 기업 또... 
한 동결의 대상이라고 규정 항 하고 있다(1 (c)) . Ordonnance du 7 ao t 1990 û
instituant des mesures conomiques envers la R publique d’Irak, é é Recueil 
Officiel 을 참조 1990 1316 .

257) 동 조례는 동결된 자산의 몰수 및 이라크 발전 기금으로의 환수와 관련된  
절차 및 예외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Ordonnance du 18 mai 2004 sur la 
confiscation des avoirs et ressources conomiques irakiens gel s et leur é é
transfert au Fonds de d veloppement pour l’Irak, é Recueil Officiel 2004 2873
을 참조.

258)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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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당국이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스위스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59)260) 그 

러나 청구인은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 제 조에 따라 보장, 6

되었어야 하는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

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261)

헌장 제 조의 적용2. UN 103

가 안보리 제재 결정의 이행과 심사. 

Kadi, Nada 그리고 Al-Dulimi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특정한 권리가 침

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각 재판소는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 

질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안보리가 회, 

원국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선결적으로 검

토한다 먼저. , Kadi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안보리 제재 결의상의 의

무와 의 회원국을 구속하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EU (Treaty Establishing 

259)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안보리 결의 제 호 에 따른 제재 지정 해제  , 1730 (2006)
결정전까지는 몰수 조치에 대한 집행을 정지 하였다(stay of execution) . A. v.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Case No. 2A 783/2006, ILDC 1200 

및 (CH 2008), para.12 2A 784/2006, para.12; D. v.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한편 헌장과 안보리 결정, BGE 2A 785/2006, para.11. , UN 
에 관한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법리가 동일하므로(Al-Dulimi GC, supra note 

나누어 검토가 필요한 법리가 있지 않은 이상 이하에서는 255, para.29), 
Al-Dulimi BGE로 통칭하도록 한다.

260)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례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주식회사가 익명처리 되 
어 있는데 유럽인권재판소의 , Al-Dulimi GC의 판결에 비추어 보건대, D.    
가 를Al-Dulimi , A.    가 를 지칭한다Montana Management Inc .

261) Al-Dulimi GC, supra note 한편255, para.2. , Al-Dulimi 사건의 경우 대재판
부 의 판결 이전에 제 재판부(Grand Chamber) 2 (Chamber of the Second 

에서 스위스가 유럽인권협약 제 조 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Section) 6 1
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판결이 내려진 후 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재판부. , 3
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 조에 따라 대재판부에의 회부43
를 요청하였으며 스위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대재판부에서 판결이 확정되, 
었다 유럽인권협약 제 조(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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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조약the European Community, ‘EC ’)이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간

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한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안보리 . 

결의의 직접 적용 대상국인 것과 달리 의 경우 의 회원국이 아니, EU UN

므로 공동체 질서의 일부로 안보리 결의를 수용(transpose)262)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은 안보리 결의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동체 규. , 

칙이 공동체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63)

제 심재판소1 (Court of First Instance)264)와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262) 또는 를 국문으로 번역한 용례는 많이 찾아볼 수 없 Transposition transpose
다 박덕영 외 인 전게주 면에서는 을 국내치환으로 .  16 , 248, 98 transposition
번역하고 있으며 김두수 전게주 삼영사 면은 변형으로 채형, , 248, ( , 2015), 76 , 
복 유럽연합법 개정판 한국학술정보 면은 수용으로 번역하고 , , ( , 2009), 73『 』
있어 사실상 통일된 번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 포털에 따르면. EU , 

은 법상 의 지침 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transposition EU EU (directives)
하는 행위이며 사건에서 제 심재판소는 (incorporate) , Kadi 1 “ the Community 

institutions were required to transpose into the Community legal order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58; 
Case T-306/01 Yusuf and Al Barakaat Foundation v. Council and 

이하 Commission, [2005] ECR II-3544 ( ‘Yusuf and Al Barakaat CFI’), 
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국제법 분야에서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을 para.328)” . , 

제정하여 이행하는 방식을 변형 으로 분류하나 수용이 국제법(transformation) , 
의 국내적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수용으로 번
역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변형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법 , . EU
포털의 에 대한 설명은 transposition h 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최종 접속일 년 월 일 을 참조하고 국제/TXT/?uri=LEGISSUM:l14527 ( : 2019 9 7 ) , 
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의 수용과 변형의 차이는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 (『
판 박영사 면을 참조9 ) ( , 2019), 100-101 .』

263) 리스본 체제 이전 안보리 결정을 공동체 질서로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Daniel Bethlehem, “The European Union”,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 Comparative Study 

를 참조하고 개정 후의 수용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123-165 , 
방식에 대해서는 Andrea Gattini, “Effects of Decis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EU Legal Order”, in Enzo Cannizzaro, Paolo Palchetti and 
Ramses Wessel (eds), International Law as Law of the European Union 

을 참조(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p.215-228 .

264) 리스본 조약이 년 월 일 발효되기 전까지 유럽사법재판소의 제 심 2009 12 1 1
재판소는 라고 불렸으며 법에 대한 다툼Court of First Instance (appeal on 

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에 항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poin ts of law) ECJ . 
관할권 및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재판소 라는 명칭으로 변(General Court)
경되었다. Michal Bobek, supra note 239,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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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사법부가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직접 사법 심사

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공동. , 

체 내부적으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규칙들을 재판소가 검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다 제 심재판소의 경우 헌. 1 UN 

장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결정은 재판관할권으로부터 25 103

면제됨을 지적하였다.265) 그러면서 공동체 법질서 상 보장되고 있는 권 , 

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안

보리 결의의 권리 침해 여부를 우회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재판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266) 다만 안보리는 헌장 제 조  , UN 24 2

항에 의거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바 만약 안보리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 회원, 

국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안보

리 결의의 강행규범 위반 여부를 공동체 규칙을 심사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267) 

는 제 심재판소의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리 결의ECJ 1 , 

의 이행을 목적으로 공동체가 채택한 입법 조치의 적법성 심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판소의 책무임을 밝혔다.268) 특히 헌장이 안보리 결 , UN 

의의 이행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치를 국내적으로 이, 

행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규칙이 기본권 보호 자유민주주의 원칙 등과 , 

265)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88;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343.

266)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25;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276.

267)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s.226-232;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s.277-283.

268) Joined Cases C-402/05 P and C-415/05 Kadi and Al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uncil and Commission 이하, [2008] ECR I-6351 ( , ‘Kadi I 
ECJ’) 한편 가 문단에서 안보리 결의가 강행규범과 양, paras.281, 286. ECJ 287
립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
로 언급하였는데 앞선 제 심재판소가 , 1 “Nonetheless, the Court is empowered 
to check, indirectly, the lawfulness of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question with regard to jus cogens ...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26;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5, para.277)” 라고 
설명한 바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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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동체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

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269)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의 , Nada 사건과  Al-Dulimi 사건에서는 헌장 UN 

제 조와 관련하여 의 회원국인 스위스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와 103 UN

유럽인권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 상 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선행하는 국내 법. 

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스위스 헌법 제 조, 190 270)가 

연방대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연방 법률과 국제법을 적시하고 있음에 주

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판소는 스위스를 구속하는 국제법이 서로 다른 .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즉 상이한 규범으로 인한 의무 이행, 

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율할 규칙이 부재하므로 국제법상 규

범의 위계 규칙을 근거로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271) 

그러면서도 두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충돌의 존부를 판단하는 과정

에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첫 번째는 적어도 안보리 결, 

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는지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272 ) 특히 , Al-Dulimi 사건에서 스위스 연

방대법원은 안보리 결의의 유효성(validity)을 심사할 수는 없지만 강행규

범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보리, 

의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

다는 여지를 두었다.273 ) 두 번째는 안보리 결의의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 , 

269) Kadi I ECJ, supra note 268, paras.296-300.

270) Constitution f d rale de la Conf d ration Suisse, é é é é Recueil Officiel 1990 
2556,  Art.190 [Droit applicable] “Le Tribunal f d ral et les autres autorit s é é é
sont tenus d’appliquer les lois f d rales et le droit international.”é é

271) Nada BGE, supra 특히 note 252, para.6.2; Al-Dulimi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Nada 사건에서보다 명시적으로 유럽인권협약이나 상의 의무 ICCPR
와 헌장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헌장 제 조에 따라 후자가 우UN UN 103
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Al-Dulimi BGE, supra note 259, 
paras.7.2-7.3.

272) Nada BGE, supra note 252, para.7 et seq.; Al-Dulimi BGE, supra note 259, 
para.8 et seq.

273) Al-Dulimi BGE, supra 이는 앞서 사건에서 가  note 259, para.9.2. Kadi ECJ
안보리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라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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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내지 안보리 결의에 대한 해석의 여지

(Ermessensspielraum)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였다.274)

유럽인권재판소 또한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접근법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먼저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안보리 결의를 . 

직권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결의의 문언과 함께 해당 , 

결의가 채택된 배경 등을 중심으로 의무간의 충돌의 존부를 분석한

다.275) 두 사건에 선행하는  Al-Jedda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안보리 

결의상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판단의 여지가 존재

한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276) 유럽인권재판소는 안보리가 인권 존중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명백하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했

어야 하며 결의 상 모호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무간의 충돌을 , 

피할 수 있도록 협약상의 의무와 최대한 조화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77) 

없다고 한 것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274) Nada BGE, supra note 252, para.8 et seq.; Al-Dulimi BGE, supra note 259, 
para.9 et seq.

275) Nada GC, supra note 250, para.175;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39.

276) Al-Jedda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스마트 3 , 
제재와 관계되는 판결은 아니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근거에 대해. , 
서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재판소의 판시 사항을 각주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추후 관련 법리를 추출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 
Al-Jedda는 년의 억류 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영국의 국내법원에 심사해줄 3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국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안보리 결의 , 
제 호 를 포함한 일련의 결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적법1546 (2004)
한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국내 구제 수단을 소진한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 . 
제 조 항 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영국의 억류 조치5 1
로 인해 침해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동 . 
사건에서 재판소는 안보리 결의 제 호 가 이라크의 안전 유지 및 1546 (2004)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에 청구인을 억류 할 (intern)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Al-Jedda v. United 
Kingdom 이하  [GC] (App. No. 27021/08), ECtHR, Judgment of 7 July 2011 (
‘Al-Jedda GC 참조’), paras.101-110 .

277) Nada GC, supra note 250, paras.171-172;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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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제 수단의 존부.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회원국이 

이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안보리 결, 

의 외에도 별도의 구제 절차의 존부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

다.278) 먼저 유럽사법재판소는 안보리 결의 외에 재심사 절차 등이 개인 , 

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제 심. 1

재판소는 국제공동체의 이익 수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

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임의적이거나 비례성을 상실한 ,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였다.279) 재판소는 안보리의 자산 동결 조치로 인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안보리는 결의 제, 

호 제 조 및 제 호 제 항이 개월마다 전반적인 1333 (2000) 8 1390 (2002) 3 12

제재 체제의 재검토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 바 안보리의 조치가 임의적, 

이거나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280) 

아울러 제 심재판소는 안보리 결정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권1

한 있는 국제 재판소가 부재함에도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을 통하여 청구, 

인에 부과된 제재 조치를 재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에 대

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281)

278)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재 해제 절차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재 위원회에 청구인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할 의무와 같은 국가의 작위 의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를 중심으
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 재판소가 안보리 결정 자체의 인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권리 구제 수단의 존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논의
의 여지가 있다 관련해서는 . Nada GC, supra note 250, paras.187-188, 
193-194; Al-Dulimi GC, supra note 255, 을 참조 paras.150-151 .

279)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41 et seq.;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292 et seq.

280)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s.249-251;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s.300-302.

281)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90;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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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제재 조치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보ECJ

장하고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는 제도를 통하여 개인이 제. ECJ Focal Point 

재 해제 요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있었음을 지적하면

서도 제재위원회를 통한 절차 의사 결정 구조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 

해당 절차가 본질적으로 외교적이고 정부 간 절차로서 각 위원들이 거, 

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 결정은 만장일

치를 전제로 하므로 제재 대상자가 권리를 보장 받기는 어려웠다고 부연

하였다.282) Al-Dulimi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간 제

재 해제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제재 대상자들이 만족스러Focal Point 

운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접근성이 존재, 

한다고 해서 적절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283) 나아가 는 제재위원회 업무 가이드라인 , ECJ 284)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접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제재 해제 

신청이 기각되어도 제재위원회는 별도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제, 

재 대상자 선정 이유 및 증거를 대상자에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 

대하여 사법 보호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는 공동체가 자. , ECJ

체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공동체 규칙에 완전한 심

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85)

다 의무간의 충돌 발생 여부. 

282) Kadi I ECJ, supra note 268, para.323.

283)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53.

284)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년 월 일부로 개정된 것으로 당시 재판소가 활 2018 9 5 , 
용한 가이드라인은 년 월 일 개정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2007 2 12 .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Security 
Council, 2018) available at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ites/www.un.org 
.securitycouncil/files/guidelines_of_the_committee_for_the_conduct_of_its_work

최종 접속일 년 월 일_0.pdf ( : 2019 10 28 ). 

285) Kadi I ECJ, supra note 268, paras.3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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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 UN 

헌장 제 조상의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수 없다는 103

입장을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제 심재판소는 안보리가 강행. , 1

규범에 반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회원국의 헌장, UN 

상의 의무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헌장 제 조상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을 UN 103

취하였다.286) 그러면서 재판소는 공동체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 

었다는 의 주장은 헌장 제 조 및 조약Kadi UN 103 EC  제 조307 287)에 의거하

여 제기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또 회원국은 안보리가 제 장에 따라 . , 7

채택한 결의들의 이행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 

체 또한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침해하면 안 되므로 회원국의 의무 이

행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88)

반면 는 헌장 제 조의 국제법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국, ECJ UN 103

제적인 합의가 공동체 법질서의 자율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

시하였다 부연하자면 재판소는 공동체 내부적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 , 

위해 채택한 공동체 규칙이 헌법적인 기초를 구성하는 인권에 대한 존중

을 바탕으로 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므로 국제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조약의 헌법적 제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EC

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89) 다만 공동체 법질서의 일환으로  , 

헌장이 포섭될 수 있다면 공동체의 차법규UN , 2 (secondary law)에 대해서

286)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25;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276.

287) 조약 제 조는 년 월 일 체결된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 EC 307 1958 1 1
무는 동 조약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날 기능조약 제 조에 상응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EU 351 .

288)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04;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254.

289) 그러면서도 공동체 규칙의 기본권 보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국제법상  
해당 결의의 우월성에 대한 어떠한 도전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
다. Kadi I ECJ, supra note 268, paras.281-286, 28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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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헌장 제 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는데UN 103 ,290) 동 쟁점에  

대해서 재판소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한편, Nada 사건과  Al-Dulimi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강행 (1) 

규범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고 안보리 결의상의 내용에 대한 별도(2) 

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와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뒤 헌장 , UN 

제 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았다103 .291) 특히 , 

Al-Dulimi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설령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럽인권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이하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상 별도로 충돌을 규율

하는 조항이 없으며 동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을 구속할 수 없으므, UN

로 헌장 제 조에 따라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았다UN 103 UN .292)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헌장 제 조가 전제하는 , UN 103

의무간의 충돌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293) 먼저  Nada 사건과  Al-Dulimi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통적으로 안보리가 명시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하는 조치를 회원국에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였다 부연. 

하자면, Nada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 조상 보장되고 있는  8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안보리 결의 제 호 , 1390

가 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들의 자국 영토 출입의 금지를 명(2002) UN

시하고 있으므로 제 항 ( 2 (b)) 동 결의가 분명한 언어로 인권을 제한하는 , 

290) Id., paras.306-307.

291) Nada BGE, supra note 252, paras.6-8; Al-Dulimi BGE, supra note 259, 
한편paras.7-9. , Nada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동 조항에 따라 헌 UN 

장상의 의무가 일국의 국내법에 대해서까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과잉해석이며 본고 제 장 및 제 장에서의 논2 3
의를 바탕으로 생각건대 재판소의 판단에 찬동할 수 없다 관련해서는 . Nada 
BGE, supra 참조note 252, paras.5.1-5.2 .

292) Al-Dulimi BGE, supra note 259, paras.7.2-7.3.

293)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 Nada 사건에서는 Al-Dulimi 사건에서와 같이 의무간
의 충돌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재. , 
판소는 Al-Jedda 사건의 법리를 지지하는 방식을 취한다. Nada GC, supra 
note 250, paras.171-172. Al-Jedda 사건의 법리는 Al-Jedda GC, supra note 

를 참조276, paras.1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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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보았다.294) 또한 , 

Al-Dulimi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안보리 결의 제 호 가 자산 동 1483 (2003)

결 및 환수 조치와 함께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결의 제 호 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상1518 (2003)

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별도의 재량 여지, 

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백하게 제한되

었음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95) 

다만, Nada 사건에서 재판소는 안보리 결의 제 호 는 제 항 1390 (2002) 2

상의 필요한(b) ‘ (necessary)’296)이나 제 항에서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8 ‘
우(where appropriate)’297)와 같이 제한적이지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다.298) 그러나 , Al-Dulimi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안보리 결의 제 호 는 회원국에 즉각적인1483 (2003) (without 

delay) 자산 동결 및 이라크를 위한 발전 기금 (Development Fund for Iraq)

에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299)

요컨대 세 재판소는 모두 헌장 제 조의 적용을 서로 다른 관점, UN 103

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di 사건에서 제 심재판소는 안보리  1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여야 

294) Nada GC, supra note 250, para.172.

295)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31.

296)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90, 16 January 2002, S/RES/1390 (2002), 
para.2(b): “... not apply where entry or transit [was] 필자 강조necessary( )  
for the fulfillment of a judicial process.”

29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90, 16 January 2002, S/RES/1390 (2002), 
para.8: “[urge] all States to take immediate steps to enforce and strengthen 
through legislative enactments or administrative measures, where appropriate 
필자 강조( ), the measures imposed under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against their nationals and other individuals or entities operating on their 
territory...” 

298) Nada GC, supra note 250, paras.177-180.

299)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는 절차적인 성격의 권리로서 설령 안보리 결의에 엄격한 해석을 부여한다, 
고 하더라도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설시하였다.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43 et seq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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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는 법질서로 편입된 안보리 결정은 . , ECJ EU

공동체 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헌장 제 조가 일국 내지 공동체의 헌법적 질서에까지 확대 적, UN 103

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안보리가 명백하. 

고 분명한 용어로 인권 침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양자의 의무, 

를 최대한 조화롭게 해석함으로써 헌장 제 조상의 의무간의 충돌UN 103

이 부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재판소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3. 

국내 법원을 포함하여 유럽의 재판소들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권해

석 내지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300) 

앞서 재판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장은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를 UN 

이행하는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 회원국은 결의를 이행, UN

하는 과정에서 결의상의 의무를 식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재판소가 안보리의 제재 결정과 다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양자의 의무에 대하여 헌장 제 조, UN 103

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심재판소는 안보리 제재 결정 이행을 위해 채택한 공동체 규칙의 1

강행규범 위반 여부만을 검토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동 재판소는 안. 

보리가 강행규범에 준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헌장상의 의무UN 

와 양립 가능하도록 충돌의 여지가 있는 의무를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 심재판소의 접근법에 비추어 두 가지 의문. , 1

을 제기할 수 있을진대 첫 번째는 제 장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3

300) 관련해서는  Lorraine Finlay,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Kadi 
Decision and Judicial Review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18 (2009 ), pp.477-502; Paolo 
Palchetti, “Judici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Validit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Enzo Cannizzaro, 
Paolo Palchetti and Ramses Wessel, International Law as Law of the 
European Union 등을 참조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p.379-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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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두 번, 

째는 강행규범이 아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어떠한 방

식으로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양립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

는지 일 것이다.

먼저 헌장 제 조가 국제법 체제 내에서 의무간의 충돌에 관한 , UN 103

규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헌장상의 의무와 강행규범에 준하는 , UN 

의무 내지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 전자가 우선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 . 

상술하겠지만 안보리가 회원국에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면 해당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될 것이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 , 

행규범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결의에 의거하여 창설된 의무만이 헌장 UN 

제 조에 따라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103 ,301) UN 

헌장 제 조상의 의무간의 충돌의 존부 판단에 앞서 해당 결정이 강행103

규범 위반을 구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제 심재판소와 같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권리가 안보리의 . , 1

결의로 인해 침해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

한 헌장 제 조의 원용 가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UN 103

사료된다 특히 강행규범에 준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 , 

견해차가 존재하는 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헌장 제 조의 남, UN 103

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강행규범 위반 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대한 . , 

판단이 수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반면 는 제 심재판소와는 달리 국제법 질서와 법질서를 구분하, ECJ 1 EU

는 이원론적인(dualistic) 입장을 취하면서 헌장 제 조의 직접 적용 UN 103

을 회피한다.302) 는 헌장 제 조가 일국의 헌법적인 원칙에까지  ECJ UN 103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헌장이 안보리 결의를 이, UN 

301) Bardo Fassbender, supra 및 참조note 91, p.125 note 533 .

302) Katja Ziegler, supra note 6, p.293; Peter Hilpold, “UN Sanctions Before the 
ECJ: The Kadi Case” in August Reinisch (ed), Challeng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fore National Cour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5; Julian Kokott and Christoph Sobotta, “The Kadi Case –
Constitutional Core Values and International Law Finding the Balance?”, –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No.4 (2012), 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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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방식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비추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판소가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공동체 질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 

공동체가 채택한 규칙이 기본권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안보리 결의가 국내적으로 변형(transform)303)되는 과정에

서 각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내지 해석될 수 있는 여

지를 주었다고 사료된다.304)

다만 유럽인권재판소가 , Al-Dulimi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구인 , 

인 의 자산은 안보리 결의 제 호 에 따라 즉각적으로 동결Kadi 1333 (2000)

되었어야 한다 즉 헌장이 국내법 질서로 수용하는 과정을 특정하고 . , UN 

있지 않다고 해서 국내 질서에 맞도록 안보리가 부과하는 의무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305) 가령 안보리가 분명하고 명백한 용어 

를 사용하여 회원국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의무를 부과하

였다고 가정해본다 만약 가 판단한 방식과 같이 각국의 헌법이 인권 . ECJ

보호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중에 

각국의 사정에 맞도록 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면 국내법을 사유로 하여 , 

국제법의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조약법 협약 제 조 및 국가책임( 27

초안 제 조32 )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의 헌법이나 . , 

수용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유연한 해석을 부여

할 수 있다면 당초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의무의 효과적인 보장을 목, 

적으로 채택된 제재 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설령 . 

유럽 공동체가 인권 보호에 헌법적인 가치를 부여할 만큼 중요한 규범적 

가치로 생각할지라도 의 회원국과 를 구속하는 국제인권조약과 안, UN EU

303) 본고 각주 의 논의를 참조 262 .

304) 는 국내법을 근거로 헌장상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면 국내법 질서 Istrefi UN
에서의 국제법이 비법적인 규범 내지 법에 준하는 성격의 규범으(quasi-law) 
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Kushtrim Istrefi,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the European 
Courts: the Quest for Regime Compatibility on Fundamen tal Rights”,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5, Issue 2 (2012/2013), pp.88-89.

305) Antonios Tzanakopoulos, supra note 150,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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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결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306) 오로지 국내 공동(

체) 질서를 근거로 헌장 제 조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고 결론  UN 103

내린 의 접근 방식은 국제법상 의무간의 충돌을 규율하는 헌장 ECJ UN 

제 조의 원용 불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103

생각된다.

하지만 세 재판소는 공통적으로 안보리는 제 조 항에 의거하여 , 24 2 UN 

헌장상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 

히 비록 헌장 제 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음에도 , UN 103

와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ECJ

서 적어도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절차적인 보장은 제공하여야 한다

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그렇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 

과정에서 헌장 제 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UN 103 ? 

306) Kushtrim Istrefi, supra note 304,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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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재 결의 이행과 헌장 제 조5 UN 103

제 절 의무간의 충돌 존부 판단 1 

제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헌장 제 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과3 UN 103

적으로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여야 한다 앞선 유럽 재판소들의 판결 . 

중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 방식에 비추어 생각건대 헌장 제 조에 , UN 103

의거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상의 의무가 특정 대상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의무가 창설되었(1) 

는지 여부 안보리 제재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2) 

제 가능성 안보리 결정의 조화로운 해석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야 (3)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요인별로 나누어 검토한다. .

헌장 제 조의 법적 의의1. UN 25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하기 위해

서는 주지하다시피 일단 유효한 의무가 창설되었어야 하며 헌장 제, UN 

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할 의도로 채택되었어야 한다25 . 

제 장에서의 결론을 다시금 상기하자면 안보리는 헌장 상 안보리에 부3 , 

여된 권한 내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

며 국제법이라는 체제 하에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할 목적으로 채택된 , 

결정만이 헌장 제 조에 따라 회원국을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UN 25 . 

만 설령 회원국이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제, 

협정상의 의무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행, 

규범에 대해서는 헌장 제 조를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안UN 103

보리가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였는

지 여부는 선결적인 검토 대상이다.307)

물론 안보리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결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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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308) 그럼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리 결정의  

강행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

며,309) 최근 의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 ILC (peremptory norms)에 관한 논의

에서도 강행규범을 위반한 안보리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아직 회독 초안이기 때문에 일반론을 도. 1

출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국제기구의 결의 결정 및 여타 조, “ , 

치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을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는 규정” 잠정 결론 ( 16)을 포

함하고 있다.310) 

따라서 안보리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는 경, 

우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당초 헌장 제 조에 의, UN 25

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창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

다.311) 동 결론은 상기한 바와 같이 안보리가 결국 국제법의 테두리 내 

307) 는 헌장 제 조가 회원국의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Tzanankopoulos UN 103
경우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안보리 결정이 국제법상 우선한다는 점을 선, 
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Antonios Tzanakopoulos, Disobeying the 
Security Council: Countermeasures against Wrongful Sanctions (Oxford 

또한 University Press, 2011), p.75 Alexander Orakhelashvili, “The Impact of 
Peremptory Norms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을 참조(2005), p.63 .

308) Dire Tladi, Third Report on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이하 A/CN.4/714 (12 February 2018) ( , ‘Jus cogens Third 
Report’), p.61, para.150.

309) Application of Genocide Convention, Provisional Measures (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Lauterpacht), supra note 112, 비록 p.440, para.100. 

가 ICTY Tadić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안 , 
보리가 강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Prosecutor v. Dusko 
Tadi , Judgment, Appeals Chamber, Case No. IT-94-1-A (15 July 1999)ć , 

한편 국내 법원 및 지역 재판소의 판결로는 pp.131-132, para.296. , Kadi I 
CFI, supra note 243, para.226; Yusuf and Al Barakaat CFI, supra note 262, 
para.277; Al-Jedda House of Lords (Lord Bingham), supra note 187, para.35; 
Nada BGE, supra 등을 참조note 252, para.7 .

310) United Nations,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CN.4 /L.936 (29 May 2019), p.4.

311) Thomas Kleinlein, “Jus cogens as the ‘highest law’? Peremptory nor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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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 

안보리 자체를 구성하는 회원국 역시 강행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자국이 채택하는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

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안보리가 회원국에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을 구속, UN 25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상의 논의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 , UN 

헌장 제 조가 헌장 제 조의 원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25 UN 103 , 

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의무의 조화로운 해석2. 

흥미롭게도 유럽인권재판소는 헌장 제 조를 원용할 필요가 없UN 103

다고 보았는데 동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판소는 이른바 체계적 통, 

합(systematic integration) 원칙에 입각하여 두 의무를 조화로이 해석함으로 

써 의무간의 충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동 원칙은 조약법 협약 제 조. 31

상의 해석의 일반 규칙에 따르되 제 조 항 , 31 3 (c)312)을 바탕으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조약상의 의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13) 다시 말해 , 

체계적 통합 해석 원칙은 결국 국가 간 체결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국제법 체제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14) 또한 , 

legal hierarchies”, in Maarten den Heijer and Harmen van der Wilt (ed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T.M.C. Asser Press, 2016), 
p.186, cited in Jus cogens Third Report, supra note 308, p.61, note 378.

312) 제 조 항 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31 3 (c) Campbell McLachlan, “The Principle 
of Systemic Integration and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4, No.2 (2005), 
pp.279-319;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p.213-218, 
paras.424-432;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2nd ed.) (Oxford 

등을 참조University Press, 2015), pp.299-302 .

313)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p.207-208, paras.4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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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약으로부터 이탈할 의도가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는 한 회원국이 ,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조약이 기존의 조약과 일단은 양립가능

하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315)

상기의 방식을 안보리 제재 결정에 단편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316) 

안보리는 헌장 제 조 항에 의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UN 24 2

원칙 제 조 항( 1 3 )에 입각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 바,317)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역시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스마트 . , 

제재가 인권 보호 정책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수단으로 이해되었

314) Arnold McNair, The Law of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466.

315) 회원국들이 충돌하는 의무를 창설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한다고 하여 양립  
가능성 전제 원칙 으로도 알려져 있다(presumption of compatibility) . Joost 
Pauwelyn, supra note 37, p.240; Campbell McLachlan, supra note 312, p.311; 
Andreas Paulus and Johan Leiss, supra note 2, pp.2118-2119. Right of 
Passage 사건의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포르투갈의 강제관할권 조항 수락 선 , 
언 중 특정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한다고 에 통보하는 순간부터 효‘ ICJ
력이 부여된다 는 조건이 이미 관할권이 성립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는 정부의 입장이 존재하는 법에 부합하도록 해석, ICJ
하여야지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Portugal v. India), Preliminary Objec tion, Judgment of 26 November 1957, 
I.C.J. Reports 1957, p.142.

316) 비록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나 , 
조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Namibia 사건에서 는 안보리 결의의 의도된 법적 효과를 판단하기 ICJ
위해서 안보리 결의상의 표현 과 더불어 용어 논의 과정 원(language) (term), , 
용된 헌장 규정 및 관련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Namibia, supra 안보리 결의의 해석 방법에 관해서는  note 99, p.53, para.114. 
Alexander Orakhelashvili, “The Acts of the Security Council: Meaning and 
Standards of Review”,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11 
(2007), pp.143-195; Michael Wood, “The Interpre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visited”,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20, 
Issue 1 (2017), pp.1-35; Jus cogens Third Report, supra note 308, p.64, 

및 등을 참조para.157 note 397 .

317) 예컨대 안보리는 결의 제 호 를 통하여 대테러에 관한 선언을 채 , 1456 (2003)
택하면서 제 항에 회원국은 대테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제법상 6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인권법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을 고려한 , , 
조치를 채택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56, 20 January 2003, S/RES/1456(2003), par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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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동 제재의 결과로서 특정한 개인의 권리 및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는 내재적인 특성을 고려하건대 해당 결론은 쉽게 납득될 수 ,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해석 원칙에 입각하여 안보리 제. 

재 결정을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

지 않았다는 결론 즉 헌장 제 조의 적용이 불요하다는 결론에 도, UN 103

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실질적인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는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만, . 

약 개인의 권리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제한되었

다면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재 조치를 이행할 의무로 , 

인하여 제재 대상자의 제한된 권리를 보장할 회원국의 의무의 이행이 중

지(derogation)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18) 그 이유는 강행규범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설령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할지라도 항상 ,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 일부 권리를 . , ICCPR

제외하고 제 조 제 조 제 조 항 및 항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 6 , 7 , 8 1 2 , 11 , 15 , 16 18 )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public emergency)의 경우 동 규

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ICCPR 

조 항4 1 ).319) 물론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 

된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하며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회원국은 결의 상 ,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재 대상자가 제재 결정에 대한 이

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원조하거나 구제책을 제시할 의무로부터 배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18) Secil Beilgic, “Harmonious Interpretation Meets the UN Charter: Derogation 
Presumption”,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4 July 2018) available at 
https://harvardhrj.com/2018/07/harmonious-interpretation-meets-the-un-charte

최종 접속일 년 월 일r-the-derogation-presumption/ ( : 2020 1 20 ).

319) 유럽인권협약 또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인권협약 제 조  , 15 1
항은 다음과 같다: In time of war or other public emergency threatening 
the life of the nation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단 동 조not inconsistent with its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 
항은 유럽인권 협약 제 조 전쟁 중 합법적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제외2 (
한다 제 조 제 조 항 및 제 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 4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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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보리 결의로 인하여 제재 대상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제한된 것, 

이 아니라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는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회원국, 

이 제재 대상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의무

가 동 결의로 인하여 금지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안. , 

보리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

해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의무가 동 결의에 의해 금지된 경우 의무간

의 상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간 옴부즈만 제도나 . , Focal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건Point 

대,320) 설령 회원국이 제재 대상자에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안보리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구제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전에 기존에 의도한 제, , 

재 조치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Al-Dulimi 사건에서 스위스는 청구인의 권리가 안보리 

결의 제 호 에 따라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1483 (2003)

하면서, Kadi 사건에서 가 청구인의 권리 침해를 사유로 공동체 규칙ECJ

을 취소한 것은 회원국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의무를 약화시키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21) 이러한 스위스의 주장은 일 

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결정을 국, 

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국의 헌법이 인권 보호적인 가치를 지향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기존에 이사회가 의도한 제재 조치보다 완화된 방식의 제재

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322) 또 조화로운 해석 방 , 

식은 안보리의 결의상의 의무를 현저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제

320) 두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67/396 (26 September 
2012), p.7, para.16 et seq 참조. .

321)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11.

322) Dire Tladi and Gillian Taylor, supra note 231, p.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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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결정을 준수할 의무과 함께 회원국의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간의 조

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기존에 예정한 의무가 변경되는 결과, 

로 이어진다면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여할 수 있는 권위적인 기관, 

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Kadi 사건에서 의 접근방식처럼  ECJ

각국의 상이한 국내법질서를 바탕으로 사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자

체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경우 제재의 일관적인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지, 

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가 인권 보호 의무와 조화롭게 . 

해석될 수 있다는 전제에 앞서 그러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에 ,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안보리의 제재 조치와 관련된 차적. 1

인 판단 주체는 안보리나 제재 조치를 결정한 한 제재위원회다.323) 다만 , 

안보리나 제재 위원회가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해당 제재의 이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줄 수 있는 마땅한 주체가 , 

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년 의 선택의정서에 마련된 개인통. , 2008 ICCPR

보제도 제 조( 2 )에 따라 안보리 제재 결정에 대한 진정을 요구한 사건인 

Sayadi and Vinck v. Belgium 사건에서 ,324)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회원 

국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정당

화될 수 있는지를 인권이사회가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UN 

어 인권이사회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325) 그러나 동 절차는 개 , 

323)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발표하거나 후속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기도 하지만 대개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 조치를 결, 
정하는 제재 위원회의 판단에 맡긴다. Vera Gowlland-Debbas, “Implementing 
Sanc tions Resolutions in Domestic Law”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51-52.

324) 동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청구인 레바논 출신와  , Nabil Sayadi ( )
은 모두 벨기에 국적자로 안보리 결의 제 호 및 국내Patricia Vinck 1455 (2003) 

법을 근거로 금융 자산 동결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었다 한편 유럽의 . , 
제 심재판소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정부는 제재 해제 절차를 개1
시하지 않았으므로 상 보장되어야 하는 청구인의 권리들이 침해되었다ICCPR
고 주장하였다. Communication No.1472 /2006, Nabil Sayadi and Patricia Vinck 
v. Belgium, CCPR/C/94/D/1472/2006, Views adopted on 22 October 2008, 
paras.2.1-3.1.

325) Id., para.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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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통보제도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종견해(view)는 회원국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없으며,326) 해당 절차는  

일단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안보리 결정에 대한 권

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지적과 관련하여 안보리의 결의를 기계적으로 해

석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Al-Jedda 사건에서 처 

음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안보리가 인권을 침해할 의도로 결의를 채택하

였다면 분명하고 명백한 용어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

였는데 해당 기준은 , Nada 와 Al-Dulimi 사건에서도 적용되었다 다만. , 

Al-Jedda 사건과 두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 Al-Jedda 사건에

서는 안보리 결의 제 호 가 당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다국1546 (2004)

적군에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에 청구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허가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327) 하지만  Al-Dulimi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Nussberger 

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리가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자산 동결을 ,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부과한다는 조치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할 것이다.328)

종합하자면 제재 결정의 특성에 비추어 보건대 각국이 제재 조치를 ,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제재의 일관된 적용이 위태로워질 것

이다 또 체계적 통합 원칙은 충돌을 피하는. , (conflic t avoidance) 한 방식 

이므로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한 충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

326) 그러나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별도의 유보를 표하지 않은 이 
상 인권이사회의 심리권한을 인정하고 제 조 규약상의 권리 침해가 ( 1 ), ICCPR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규정 규약 제(ICCPR 2
조 항 에 따라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정인섭3 ) . ,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면 참조( , 2000), 141-144 .『 』

327) Al-Jedda GC, supra note 276, paras.105-106.

328) Al-Dulimi GC (Dissenting Opinion of Judge Nussberger), supra note 255, 
특히 동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와 같은 절pp.141-142. , 

차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 침해를 사유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
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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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29) 따라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안보리의 회원국이 결의의  , 

채택을 위해 의도적으로 문언을 불명확하게 채택하는 경우330) 혹은 안보 

리의 제재 결정이 개인의 권리를 명백히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은 헌. , UN 

장 제 조의 그늘 뒤에서 무분별하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우103

선한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는지, 

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헌장 제 조의 법적 효과3. UN 10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국이 헌장 제 조를 원용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어UN 103

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회원국이 헌장 제 조를 원용하는 경우 . , UN 103 UN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의도한 것인

가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국제연맹 제 조상의 규정에 따라 헌장상? 20 UN 

의 의무와 충돌하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폐기 또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331) 그러나 헌장 제 조상의 우선한다 , UN 103 는(prevail) 의미는 폐 

기나 무효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32) 교섭 기록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회원국이 국제연맹 제 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20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헌장 제 조를 근거로 어떠한 협정상의 의무, UN 103

가 폐기되거나 무효가 된 실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한다는 

개념이 폐기 내지 무효와 사실상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333) 

329) Andreas Paulus and Johann Leiss, supra note 2, p.2120.

330) c.f. Ilias Bantekas and Lutz Oet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180-181.

331) Hans Kelsen, The UN Law, supra note 121, p.116.

332) 김대순 국제법론 제 판 삼영사 면 , ( 20 ) ( , 2019), 1318 .『 』

333) 다만 우호관계에 관한 선언 교섭 과정에서 국가들은 적어도 의 회원국  , UN
간 체결된 조약이 헌장 상 원칙에 반하는 경우 헌장에 따라 무효가 되거UN 
나 폐기된다고 보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경우가 발. , 
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하
겠다. Repertory of Prac tice, Article 103, Supplement No.4 (1966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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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학자들은 헌장상의 의무가 사실상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 UN 

무에 대한 변경(modification)을 가한다고 보기도 한다.334) 비록 조약법 협 

약 제 조가 일부 당사국에 대하여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기 41

때문에 다른 국제협정 상 충돌하는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변경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례로 안보리가 취한 제재 조치로 인, 

하여 회원국의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

생한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헌장 제 조상 우선한다는 법적 효과는 다른 국제협정상UN 103

의 의무가 안보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상충하는 의무가 

배제 되거나(set aside) 해당 의무의 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 (suspend)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35) 그러나 설령 헌장 제 조가 적용되어 해 UN 103

당 의무가 배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할지라도 제재 대상자에 대, 

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safeguard)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배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336)

한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식이 충돌을 피하는 방식이었다면 회원국이 , 

헌장 제 조를 원용하게 되는 경우 안보리의 결의가 유효한 기간 UN 103

동안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권리 보장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Vol.2, p.370.

334) Simon Chesterman, Ian Johnstone and David Malone, supra note 86, p.13.

335)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170, para.333; Rain Liivoja, supra 
note 111, p.597; Thi baut Flory, “Article 103”, in Jean-Pierre Cot and Alain é
Pellet, La Charte des Nations Unie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Economica, 1985), p.1374; Jo o Christ fo lo, ã ó Solving Antinomies between 
Peremptory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Schulthess, 2016), p.98 et 
seq.; Robert Kolb, supra note 5, p.306.

336) 영국 대법원의  Al-Jedda 판결에서 판사가  Bingham “... must ensure that 
the detainee’s rights under article 5 are not infringed to any greater extent 
than is inherent in (necessary for imperative reasons of security) such 

을 언급하고 판사가 detention” , Carswell “that power [to detain] has to be 
exercised in a way as to minimise the infringements of detainee’s rights ... 

라by adopting and operating to the fullest practicable extent safeguards ...”
고 판시한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Al-Jedda House of Lords, 
supra note 187, paras.39, 136.



- 92 -

것이다 즉 헌장 제 조를 원용하게 되는 경우 의무간의 충돌이 실. , UN 103

질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안보리 제재 결정을 준. , 

수할 의무가 일시적이지 않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 개인의 인권에 중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헌장 제 조에 따라 헌장상의 UN 103 UN 

의무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Kadi 사건에 대한 의 판결이 단순히 의무간의 충돌ECJ

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안보리, 

의 제재 체제와 가 수호하고자 하는 인권 보호라는 원칙 사이에서 발EU

생하는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337 )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며 앞서 본고는 헌장 제 조의 충돌의 범위를 한정하, UN 103

면서 의무간의 충돌보다 본질적인 모순으로부터 근원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였. 

다면 해당 충돌은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단순한 원칙으로 해UN 

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338)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 

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헌장 제 조로 인하여 국제법상 위계가 창설되었는UN 103

지 혹은 위계가 창설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 

부 학자들은 헌장 제 조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대해서 UN 103 UN 

헌장상의 의무가 국제법상 위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고 본다.339) 일례로 국제법 파편화 보고서는 강행규범을 제외한 다른 국 

제법상 의무에 대하여 헌장상의 의무가 헌장 제 조에 의거하, UN UN 103

여 위계적으로 상위의 지위를 향유한다는 점을 시사한다.340) 다만 동 조 , 

337) Gr inee de B rca, á ú supra note 6, pp.4-5.

338) c.f. Erich Vranes, supra note 136, p.418.

339) Bardo Fassbender, supra note 91, pp.103-107; Erika de Wet, “Sources and 
the Hierarchy of International Law: The Place of Peremptory Norms and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within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 
Jean d’Aspremont and Samantha Besson,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등 한편(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636 . , 

의 경우 헌장 제 조가 강행규범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한다Christ folo 103 . ó
Jo o Christ folo, ã ó supra 을 참조note 335, p.97 .

340)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206, para.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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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제정 목적이나 회원국들의 실행에 비추어 생각해보건대 헌장 , UN 

제 조가 새로운 위계를 창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03 .341) 

먼저 앞서 살펴본 사건들에서 국가들은 헌장상의 의무가 다른 국, UN 

제협정상의 의무보다 국제법상 상위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한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헌장 제 조를 원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 동 UN 103 . , 

조항이 제정될 때에 헌장과 다른 국제협정간의 관계가 아니라 해당 UN 

협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무간의 관계를 규정한 취지는 사안별로 충돌, 

이 발생하는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의무간의 충. , 

돌을 규율하기 위한 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범간의 위계를 설명하고자 하

는 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헌장상의 의무가 국제법상 다른 국. UN 

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상위한다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법상 헌법과 법률 간의 관계처럼 헌장이 국제법상 , UN 

다른 국제협정보다 상위법이라는 설명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을 국제사회의 헌법이라고 보기에는 시UN

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특성상 특정한 문건을 국제사회의 헌법, 

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종합하자면 헌장 제 조가 원용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이 전제하, UN 103

는 의무간의 충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충돌이 , 

발생하였고 또 그러한 충돌이 상기한 바에 따라 해소될 수 없다면 UN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헌장상의 의무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상103 UN 

충하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헌. , UN 

장 제 조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본다면 그림 과 같이 정103 , [ 5-1]

리할 수 있을 것이다.

341) Jean-Marc Thouvenin, supra note 111, p.2147; Robert Kolb, supra note 5,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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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결정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안보리 결정 무효
조 적용 불요103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제한되지 않았는가?

예 아니오

구제책이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가?

안보리 결의의 이행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가?

예
 조 103

적용 불요

아니오
예

 조 103

적용 불요

아니오
조 103

원용 가능

제도의 개선이 

가능한가?

예
아니오

조  103
원용 가능

그림 헌장 제 조 원용 가능성 판단 방식[ 5-1] U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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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헌장 제 조의 적용 배제 가능성2 UN 103

지금까지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간의 충돌 이 발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헌장 제 조의 적용 가‘ ’ UN 103

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연 제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간. , 

의 충돌이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혹은 UN 103 ?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헌장 제? UN 103

조의 원용 요건 중 의무의 상충 과 헌장상의 의무 가 의미하는 바‘ ’ ‘UN ’
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피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간의 충돌 내지 충돌에 , 

준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342) 국제법위원회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정책  

내지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343) 

마찬가지로 용어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한 규범이 ,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규범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한다.344) 주지하다시피 안 , 

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라는 헌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UN 

여 제 조상의 조치를 취하여 왔는데 해당 조치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41 , 

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정책 수단이었

다 즉 안보리의 스마트 제재와 국제인권법은 서로 다른 정책적 목표를 . , 

342) 는 특정 유형의 의무간의 충돌이 반복 된다면 일반적이고  Kolb (r currents) , é
원칙적인 문제로 환원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제 출범 초기에 지역 , UN 
분쟁해결 절차와 헌장상의 분쟁 해결 절차 간 발생하였던 문제를 예시로 UN 
든다. Robert Kolb, supra note 5, p.147.

343)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111, p.19, paras.24-25.

344) 예컨대 , Mario Prost, The Concept of Un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2012), pp.60-66; Anne Peters, “The Refinement of 
International Law: From Fragmentation to Regime Interaction and 
Politic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15, No.3 

등을 참조 어떤 학자는 고유한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는데 최우(2017), p.679 . 
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를 체제로 정의하며 체제간의 충돌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는 , Dirk Pulkowski, The Law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Regime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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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기 때문에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

으며 회원국이 해당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의무간의 , 

상충 역시 필연적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안. , 

보리 제재 결정을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의 긴장관계

는 헌장 제 조가 아니라 양자의 지향점이 상이한데로부터 발생하UN 103

는 모순적인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통하여 비로소 해

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지 생각된다.

개인의 권리 

보장 의무
개인의 권리 

보장 의무

개인의 권리 

보장 의무
개인의 권리 

보장 의무

제재 결정 

이행 의무
제재 결정 

이행 의무

제재 결정 

이행 의무
제재 결정 

이행 의무

안보리 제재 국제인권법

의무간의 충돌
≠

상충

그림 안보리 제재와 국제인권법의 역학관계[ 5-2] 

한편으로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할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가 헌장 제 조상 상이한 의무로 분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UN 103

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양자의 의무 모두 의 존립 목적과 밀. UN

접한 관련 있기 때문이다.345) Al-Dulim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안보 

리가 회원국에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의무를 부과할 의도

가 없었다고 전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346) 안보리 제재 결의를 국제 

인권조약상의 의무와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석함으로써 헌장 제UN 

345) 헌장 제 조 항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제 조 항은 인권 및 기본 UN 1 1 , 1 3
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UN .

346)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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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전제하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안보리103 . 

가 반인권적인 의무를 부과할 것이었다면 분명하고 명시적인 언어를 사

용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347 ) 안보리가 국제인권법상 충돌하는  

의무를 부과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348) 안보리가 인권  

규범에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349)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국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엄격한 의미에

서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의무를 안보리에 수권함과 동시에 회

원국이 해당 기관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헌장 제(UN 

조25 ) 인권 보호와 관련된 의무는 전문을 포함하여 제 조 항과 헌장 제, 1 3

장에 규정하고 있으나 안보리의 결정처럼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9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헌장 제 조가 전제. , UN 103

하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 헌장상의 의무‘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가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헌장에 규정된 의무’ UN (obligations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347) 는 안보리의 명확한 의견 표명 이 없는 한 인권과  Milanovi (clear statement)ć
최대한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arko 
Milanovi , “Norm Conflict in International Law: Wither Human Rights?”, ć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Vol.20 (2009), p.98. 

348) Al-Dulimi GC, supra note 255, para.140

349) 해당 문제는 가 지적한 것처럼 헌장 제 조를 통해서 접근할  Akande , UN 103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접근하여서도 안 된다, . Dapo Akande, “The Security 
Council and Human Rights: What is the role of Art. 103 of the Charter?” 
EJIL Talk (30 March 2009 ) available at https://www.ejiltalk.org/the-security 

최종 -council-and-human-rights-what-is-the-role-of-art-103-of-the-charter/ (
접속일 년 월 일 한편 안보리가 인권규범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 2019 12 19 ). , 
관한 논의는 Erika de Wet, “Human Rights Limitations to Economic 
Enforcement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Iraqi Sanctions Regim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4, 
Issue 2 (2001) pp.284-289; August Reinisch, supra note 209, pp.853-863; 
Gerhard Thallinger, “Sense and Sensibility of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7 (2007), pp.1015-1040; Kjetil Larsen, The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of Peacekeep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323 et 
seq 등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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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350) 즉 설령 명문의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장상의 원 , UN 

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헌장 제 조를 적용함에 있UN 103

어 인권 보호에 관한 의무를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즉 다른 국제협정, 

상의 의무로 간주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351)

350) Repertory of Practice, Article 103, Supplement No.3 (1959 1966),–  Vol.4, 
p.209.

351) 는 헌장 제 조가 인권이나 환경 보호와 같이 공동체의 이 den Dekker UN 103
익 과 관련된 헌장상의 규정을 배제 하기 위해 (community interest) (set aside)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Guido den Dekker, supra note 108, 

또 법률국 은 본부협정이 헌장 제p.250. , UN (Office of Legal Affairs) UN UN 
조에 따라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103

하면서 설령 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협정이라 할지라도 의 목적 및 원, UN UN
칙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장상의 의무로 포섭될 수 있음을 지적한 UN 
바 있다 물론 본부 협정의 경우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 UN UN 105
이므로 논외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것이나 제 조 항 및 제 조 , 1 3 55 (c )
항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또한 헌장상의 의무로 UN 
포섭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향후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부 . UN 
협정상의 의무가 헌장상의 의무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은 UN UN 
Doc. A/CN.4/621 reproduced in Juridical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3 를 참조, p.166, para.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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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6 

본 연구는 스마트 제재 결정의 인권 침해 여부를 다툰 사건들에서 재

조명된 헌장 제 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반추하는 한편UN 103 , 

작금의 상황에서 동 조항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제 장에서는 국제연맹 규약 제 조와 헌. 2 20 UN 

장 제 조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헌장 제 조의 제정 취지를 다103 UN 103

시금 상기하였다 헌장 제 조가 국제연맹 규약 제 조와는 달리 . UN 103 20

비교적 간단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 데에는 체제에 합류하, UN 

는 국가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후속 관행에 따라 자연스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정 의도에 비추어 제 장에서는 기존의 담론과 판례를 바탕3

으로 헌장 제 조의 내용을 정리하고 동 조항의 원용이 전제가 되UN 103 , 

는 의무가 상충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헌. UN 

장상의 의무는 비단 헌장 상 명문으로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UN 

더라도 안보리 결정과 같이 특정 조항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 Lockerbie 

사건의 판시에 비추어보건대 안보리가 오로지 기관에 주어진 권한의 범, 

위 내에서 적법하게 법적 구속력을 의도할 목적으로 채택한 결정에 대해

서만 헌장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하여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보UN 25 103

다 우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도출해보았다.

제 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 헌장 제 조에 의거하여 안보리4 UN 41

가 그간 활용하여온 제재 조치를 간단히 소개한 뒤 제재 조치로 인해 ,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유럽의 재판소들에 제기된 사

건들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할 회원국의 . , 

의무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충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

소가 취한 판단 방식을 중점적으로 비평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 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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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기한 지적에 입각하여 개인의 권리가 안보리의 제재 조치로 , 

인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헌장 제 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따UN 103

져보는 한편 동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 

펴보았다 비록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와 인권 보호할 의무가 . 

충돌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 목적 및 원칙에 비추어 이상적인 결론UN

은 아니지만 양자 간의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제평화 및 , 

안전 유지라는 법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제재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헌장 UN 

제 조에 의하여 배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해보았다103 .

물론 안보리의 제재 결의의 일관된 적용에 위해가 되는 수준의 인권 ,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본고의 결론은 아니다 다만. , UN

의 회원국 또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장 제 조를 원UN 103

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의 목적 및 원칙의 균형 , UN

있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헌장 . , UN 

제 조가 의무간의 충돌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103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 스마트 제재 운용 초기에 . , 

비해 여러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했고 또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

았을 때 안보리의 스마트 제재가 이름에 걸맞게 더욱 똑똑해질 수 있도, 

록 제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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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to Expect from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when Implementing Sanctions

Ahn, Hosung

International Law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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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tates gathered around at San Francisco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y wished to insert a clause that 

would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the Charter. Yet, the clause, now known as Article 103, has brought 

about a wide array of debate with regards to its application in times of 

conflict since it only stipulates a simple principle of conflict resolution. 

Other than the confirmation by the ICJ in the Lockerbie case that the 

clause is also applicable to Security Council decisions, it seems that a 

consensus on the meaning and role of the clause is yet to exist. 

Especially, the recent judgments rendered by the European Courts 

seem to have further ignited the debate whether Article 103 can apply 

even to a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at may lea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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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ecessary limitation or infringement of individuals’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sits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3, particularly focusing on 

sanctions decis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targeting individuals. 

Can we resort to the legal reasoning of the ICJ in the Lockerbie case 

to justify such consequences? 

This paper begins by dwelling upon the legal components of Article 

103 and aims to establish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two similar yet different provisions of 

the League of Nations Covenant and the Charter, trying to shed light 

on the reason why States decided on a clause that opens up leeway 

for interpretation. Then, it decomposes the Article to clarify the 

meaning of ‘conflict of obligations’; one being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 other being the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is paper 

specifically limits the scope of research to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argues that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is thinkable only 

when Security Council decisions legally bind the Member States and the 

legality of such decisions is unquestionabl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it reviews the recent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s related to smart sanctions and 

analyzes the possible scenarios that Article 103 needs to be appli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elaborate,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indeed times when Article 103 need to 

be applied inevitably; yet this can only be done in exceptional cases 

based on a thorough review whether there exists a genuine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Article 103 cannot be equat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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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 that guarantees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regardless of their nature nor does it establish a hierarchical status 

placing the Charter obligations higher than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Rather, Article 103 is a confli ct resolution clause enabling 

the Member States to set aside certain obligations for the sake of 

effectively carrying out their duties under the Charter. Furthermore, 

even applying Article 103 to sanctions decisions doesn’t release them 
from securing the minimum procedural safeguards to the targeted 

individual. But, it is undoubted that it is high time to review the 

targeted sanction regime once again to resolv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ore principles of the Charter an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bsence of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rising in the future.

keywords :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Article 20 of the Covenant, 

Conflict of Oblig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ticle 25 

of the UN Charter, Smart Sanctions, National Implementation, 

CJEU, ECtHR, Human Rights, Harmonious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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