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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대진재를 계기로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살해된 사건인 이른바 ‘관동대학살’이 현재 강행규범으로서 금지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이 성립함으로써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이용한 관동대학살은 약 7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제노사이드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관동대학살의 전개 양상이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일본에게 성립할 수 있는 

국가책임에 접근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제노사이드 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제노사이드 협약상 예방 및 처벌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국가책임 법리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사인의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제노사이드 협약이 1948년에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시제법 

이론의 관점에서 제노사이드 협약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뉘른베르크 판결,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과 같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시제법의 원칙에 의해 관동대학살은 

제노사이드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요점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그간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온 반면, 관동대학살에 대해서는 비교적 문제 제기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청구권의 소멸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렇듯 소멸시효와 국가책임법상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을 경우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관동대학살, 제노사이드, 국가책임, 외교적 보호권, 제노사이드 협약, 시제법 

학번: 2018-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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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 국제공동체는 자국 이외의 타국 뿐만 아니라, 종교,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집단에 대한 공격 행위를 각종 조약과 협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들이 발효되기 이전, 

특히 1900년대 초반에는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20세기에 발생한 

대량학살 사건들의 공통점은 희생자들이 단지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살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1923 년 9 월 1 일 일본의 수도인 도쿄 (東京)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서 발생한 관동대진재 (関東大震災)1라는 자연재해를 계기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즉 이른바 관동대학살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관동대학살 

당시 희생된 조선인은 현재 한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만 하더라도 

6,661 명에 달한다.2 일본 정부는 관동대진재가 발생한 즉시 계엄령을 발표하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강간하였다’와 같은 유언비어를 

언론을 통해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항쟁과 당시 일본 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였다는 유언으로 인해 조선인들을 ‘不逞鮮人’ (불령선인) 

 
1 ‘관동대진재’는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를 포함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한국에서는 

‘관동대지진’ 이라는 표현이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본고에서는 사건의 발생지인 일본의 

표현법인 ‘관동대진재’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 이 숫자는 야마다 쇼지가 일본 내 발표된 보고서 및 신문 기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숫자로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강효숙,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 민족, 제노사이드 

–”, 전북사학 제 52 호 (2018),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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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지칭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조선인들에 대한 증오로 변화했다. 이는 군경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조직된 자경단까지 조선인 학살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비단 한국 연구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매년 9 월 1 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츠나마치공원 (東京墨田区横綱町公園)에서 개최되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는 도쿄도지사가 항상 추모문을 

보내왔으나, 고이케 유리코 (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취임한 2017 년 이후로는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며 역대 도쿄도지사가 보내온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 관례 

또한 폐지하였다.3 일본의 정치가들이 조선인 학살 사건을 부정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공식적인 피해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사건 직후 일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 측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강제 징용과 독도 영토 문제 등의 해결에 상대적으로 더욱 집중하면서 

관동대학살은 청산의 대상으로 비교적 언급이 되지 않은 것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동대학살이 현재 인정되고 있는 

국제범죄의 한 유형이자 강행규범인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해당된다면 일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현재 시점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조선비즈, “‘아베보다 우익’ 고이케 도쿄도지사 재선..韓日관계 악재?”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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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연구 현황 

 

그동안 법학계에서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앞서 언급한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구성 및 문제 

해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예로, 

2012년, 2015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찬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관동대학살 사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학계도 정부도 

소극적이었다.4  

 반면, 법학 이외의 학계에서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다나카 마사타카 (田中正隆)의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2015) 는 관동대학살의 전개 

과정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동대학살과 관련하여 

발표된 바 있는 논문 또는 저서들은 마찬가지로 관동대학살의 전개 과정 혹은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한 헤이트 스피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관동대학살과 제노사이드의 관계성을 언급한 연구는 강효숙의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 (2018)이 있으나 그 또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관동대학살이 1948년 체결된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하는 제노사이드의 정의와 

부합한다고 간단히 언급한 이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계엄령과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함에 그친다. 가토 나오키의 

 
4 2013 년 12 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일본 진재 (震災)시 피살자 명부’를 

발견하여 2014 년 외교부가 일본에서의 관련 자료 확보를, 안전행정부 (현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유족이나 후손 관련 업무와 국내 자료 확보를 담당하기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신문, “91 년전 관동대학살 관할부처 안행부·외교부 지정”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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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도쿄의 거리에서』는 관동대학살 당시 도쿄를 “제노사이드의 거리”라고 

묘사하며, 학살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과 언론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의 관동대학살 관련 연구는 그 대다수가 

학살의 전개 과정 및 진상을 밝히는 것과 같이 소위 일본 근대사의 범주에 

한정되어, 이를 국제법의 측면에서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동대학살을 국제범죄의 한 유형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을 시작으로 1999년 로마규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 

협약에서 제노사이드가 강행규범으로 발전해 온 가운데, 관동대학살이 제노사이드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념을 적용하여 

범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법에는 ‘어떠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그 행위 발생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시제법의 

원칙이 적용되며, 나아가 조약법의 규정에 의해 조약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법의 소급적인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사건들은 

협약의 발효 시기와 관계 없이 제노사이드로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조약의 발효 시기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정황, 인권 및 국제공동체의 

의무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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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제2장에서는 관동대학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언비어와 계엄령이 발표된 배경과 군대, 경찰, 그리고 자경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살을 자행했는가에 대해 확인을 진행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선 조선인에 대한 

살해 행위가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자행한 일본에 어떠한 국가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명문화된 협약들과 국제법상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며, 1900년대 초반에 제노사이드 금지라는 

국제관습법이 성립이 되어있었는가를 검토한 이후, 관동대학살이 제노사이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제법상 불소급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관동대학살이 제노사이드로 판단될 수 있다면 과연 일본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 5장에서는 청구권의 

장기간 불행사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와 더불어 한국 정부 측에서 일본 

정부 측에 관동대학살 피해와 관련하여 취한 대응 및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동대학살의 피해 또한 배상금에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를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의 영역에도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제노사이드 금지라는 국제의무 이행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제 2 장 관동대학살의 배경 및 전개 과정 

 

제 1 절 사건의 배경 및 개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진도 약 7.9 규모의 대지진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7.1 부터 7.6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였다. 관동대진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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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중심지는 도쿄 (東京), 치바 (千葉) , 요코하마 (横浜), 

사이타마 (埼玉), 도치기 (栃木), 이바라키 (茨城) 등 일본의 관동 지역의 일부에 

해당한다.5 그리고 “조선인이 살상, 약탈, 방화했다” “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사회주의자와 함께 방화했다”와 같은 유언이 즉시 관동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유포되어 발생 당일인 1일 밤부터 조선인에 대한 살해가 발생했다.6 

 유언이 배포된 배경에는 일본 내무성 등 정부기관, 경찰 및 언론이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적극적으로 선동한 것이 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발생 직후 해군송신소를 

통해 전국에 유언을 전파함과 더불어 군대로 하여금 치안유지 목적의 경계를 

담당하게 하면서, 9월 2일 오후 6시에는 도쿄 및 주변지역에, 3일에는 가나가와, 

4일에는 치바, 사이타마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7 그리고 이러한 계엄령과 경찰의 

선동으로 인해 일본 주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하면서 조선인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다. 

 

제 2 절 관동대진재 발생 이후 전개 과정  

1. 일본 정부의 계엄령8 발포  

 
5 강효숙, 위 논문 (각주 2), p.284 각주 25) 재인용 

6 山田昭次『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創史社 p.57  

7 강효숙, 위 논문 (각주 2), p.284 

8 1882 년 8 월 5 일 태정관포고 제 36 호 「계엄령」의 초안 작성 이후 1889 년 2 월 11 일 

대일본제국헌법 제 14 조에 「계엄령 선포」규정을 삽입하였다. 대일본제국헌법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1) 긴급칙령 제정 (제 8 조), 계엄령 선포 (제 14 조), 비상대권 

(제 31 조), 긴급재정조치권 (제 70 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나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불문의 원리’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그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것은 구 체제의 악법을 청산하고자 하는 측면과 평화주의 및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견해도 있다. (『「非常事態と憲法」に関する基礎的資料 安全保障及び国際協力等に関する

調査小委員会 衆憲資第１４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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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9월 2일 도쿄와 주변 지역, 3일에는 도쿄와 가나가와, 4일에는 

사이타마와 치바현에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이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행정권 및 사법권의 

정지와 군대가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상사태를 

수습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태정관포고 제36호 (太政官布告第３６号)는 제1조에서 

계엄령을 “전시 또는 사변이 발생한 경우 병비를 통해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을 

경계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였다.9 이후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에서 

“천황은 계엄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10 다만, 계엄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한 신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탓에, 태정관포고에 의한 계엄령이 이 법을 대신하여 시행되어왔다. 즉, 일본 

법률상 계엄령 선고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상황 또는 사변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방위 및 비상사태의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지대한 

강권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전 상태 또는 내란, 폭동이라고 인정되는 사태 

이외에는 공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제국헌법 하에서 군사 계엄령은 

청일전쟁 당시 1건, 러일전쟁 당시 6건 선포된 것에 그치며, 러일전쟁 이후에는 

군사 계엄령이 선고된 적은 없다.  

 이후에는 대일본제국헌법 제8조를 근거로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한 이른바 행정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8조11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한 

 
9 원문은 太政官布告第 36号（戒厳令） 戒厳令ハ戦時若クハ事変ニ際シ兵備ヲ以テ全国若クハ一地方ヲ

警戒スルノ法トス 

10 第 14条天皇ハ戒厳ヲ宣告ス ２ 戒厳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11 第８条 1.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為緊急ノ必要ニ由リ帝国議会閉会ノ場合

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発ス ２.此ノ勅令ハ次ノ会期ニ於テ帝国議会ニ提出スヘシ若議会ニ於テ承諾

セサルトキハ政府ハ将来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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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법률을 대신해 칙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동대진재이 

발생한 당시에도 제8조를 적용해 긴급칙령에 의한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당시 

발표된 긴급칙령에 의한 계엄령 제9조 “적용지역의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의 

군사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 계엄사령관에 위임한다”와 제14조 “계엄사령관에 제반 

권한이 열거되어있음”이 적용된 것이다.12  

그러나, 본 계엄령의 선언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였다. 「추밀원관제 및 사무에 

관한 규정 (枢密院官制及事務規定)」는 제7조에서 “긴급칙령을 적용할 시에는 

내각과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추밀원관제상 규정13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진재 당시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었다. 또한, 

칙령은 관보가 공포를 하여야만 유효한 칙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나, 본 

사건에서는 관보에 기재되지 않고 호외로서 예외가 적용되었다.14 15 

 
12 内閣府『災害教訓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平成 20 年 3 月 1923関東大震災第二編』(2008), 

p.68 

13 第六條 樞密院ハ左ノ事項ニ付會議ヲ開キ意見ヲ上奏シ勅裁ヲ請フヘシ 

一 憲法及憲法ニ附屬スル法律ノ解釋ニ關シ及豫算其他會計上ノ疑義ニ關スル爭議 

二 憲法ノ改正又ハ憲法ニ附屬スル法律ノ改正二關スル草案 

三 重要ナル勅令 

四 新法ノ草案又ハ現行法律ノ廢止改正ニ關スル草案列國交涉ノ條約及行政組織ノ計畫 

五 前諸項ニ揭クルモノヽ外行政又ハ會計上重要ノ事項ニ付特ニ勅命ヲ以テ諮詢セラレタルトキ又

ハ法律命令ニ依テ特ニ樞密院ノ諮詢ヲ經ルヲ要スルトキ 

第七條 前條第三項ニ揭ケタル勅令ニハ樞密院ノ諮詢ヲ經タル旨ヲ記載スヘシ 

14 内閣府『災害教訓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平成 20 年 3 月 1923関東大震災第二編』(2008), 

p.70 

15 1923 년 10 월 22 일자 요미우리 신문 (読売新聞) 기사에 나타난 당시 육군 소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츠노다 고레시게 (津野田是重)의 인터뷰에서도 계엄령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계엄령이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서 전시 비상시의 경우와 국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번 진재에서는 그 후자의 방법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 당국은 당시 마치 적국이 국내에 난입이라도 한 것처럼 하지 않았나”. 

{김광열, “1923 년 일본 관동대진재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동북아역사논총 (48) 

(2015),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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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엄령의 선포가 추밀원 고문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것은, 긴급 

칙령에 의한 계엄령 선포라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엄령이 발표된 결과, 일반 민중들에게는 조선인을 

일본에 저항하는 적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동대진재에 의해 다수의 화재가 발생한 결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이나, 계엄령을 선고하여 군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령은 규정에서도 명시되어있듯이 전시 또는 사변이 

발생한 경우, 즉 전쟁 혹은 내란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며 병력을 통해 군대에 국민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엄령을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사태에까지 선고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9월 3일의 관동 계엄사령관의 명령은 계엄령에 근거한 명령을 집행하는 목적으로 

‘불령선인에 대해 재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엄 사령부에 

대해 압수, 검무소 설치, 출입 금지, 출입 검사, 영역 내 퇴거 등 재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16 이러한 대응은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 복구 등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 기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자 한 치안 행동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이렇게 증폭된 위기감과 인식을 

통해 행정의 지휘명령계통을 통한 자경단의 지시 및 경찰들의 순찰에 의해 

자경단을 포함한 민중에게까지 침투시킨 것이다.  

 

 
16 松尾章一監修・田崎公司・坂本昇編集,1997：『陸軍関係史料』関東大震災政府陸海軍関係史料Ⅱ巻,日

本経済評論社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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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비어의 배포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며 확산되는 

유언비어의 특성상, 그 발생원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민중들이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배포하였을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부, 그리고 관헌이 배포에 일조한 유언비어였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학살을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 (吉野作造)는 『중앙공론 (中央公論)』에서 유언비어를 조성하게 된 

여러가지 원인들을 문제로 다루며,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책임 있는 

관청이 이런 유언비어를 전파하고 또 이를 믿도록 하는데 애썼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17 

 일찍이 9월 1일 저녁 무렵부터 2일에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경찰들과 경찰서에 의해 배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3년 10월 

28일자 호지신문 (報知新聞) 은 “9월 1일 저녁무렵 아케보노초 파출소 순사가 

자경단에게 불령선인이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는 통지를 했음을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가 국가의 중앙으로부터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경찰들의 일상적 

습관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18 

 조선인 학살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 유언비어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송신한 해군성 

후나바시 송신소로부터의 타전으로부터 배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 9월 3일 

오전부터 정오에 걸쳐 후나바시 송신소 (船橋送信所)는  각 지방의 장관, 

 
17 야마다 쇼지,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p.105 
18 야마다 쇼지, 위 책 (각주 17), p105 

19 당시 지진으로 인해 수도권 및 지방을 연결하는 통신수단이 타격을 입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통신은 모두 해군성 후나바시송신소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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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야마구치현 (山口県) 지사 등에 대해 조난 신호 및 응원 의뢰 

송신을 반복하며, ‘조선인 폭동’ ‘급습’ 등의 타전을 전송하여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일본 각지에 전파하였다. 그 타전은 구체적으로 “도쿄 

부근의 지진을 이용하여 조선인이 각지에 방화하고 불량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부어 방화하고 있다. 도쿄에는 

일부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으니 각지에서 충분히 시찰을 하여 조선인의 행동을 

엄밀하게 감시할 것”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20 그러나 본 타전의 전말을 

보고하는 군대 관계 문서 및 도쿄 해군 무선전신소장은 후에 ‘불령선인 급습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1  

아울러 당시 신문사들이 조선인 폭동에 관해 보도한 기사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 유형은, 조선인의 폭동이 정치성을 띤 폭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이다. 

일본 내 사회주의자와 불량한 조선인이 야마모토 수상을 암살하거나, 아카바네 

화약고를 폭파했다고 하는 기사가 그 예이다. 홋카이도의 아사히가와신문 

(旭川新聞)은 9월 3일에 발간된 신문에 ‘사회주의자 및 불령선인 등은 이 참에 

야마모토 수상을 암살했다는 설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히로마에신문 (弘前新聞) 

또한 9월 3일자 신문에서 ‘야마모토 암살은 불량선인’이라고 보도하였다.22 

 이어서 조선인의 폭동은 공산주의 운동 내지 아나키스트 계통의 운동과 

관련되어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야마가타민보 (山形民報) 9월 6일호는 ‘이번 

도쿄, 요코하마 방면의 진재를 기회로 삼아 폭동을 일으킨 조선인은 상해, 간도의 

 
20 今井清一『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歴史の真実』（現代史出版会、1975）p.231 
21 今井清一, 위 책 (각주 20), p.231 
22 池上二郎『関東大震災当時の新聞記事』(1987),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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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단 계통을 잇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시모노신문 (霜野新聞)도 9월 5일호에서 

‘이번 불량선인 계통은 상해 및 간도’라고 보도하고 있다.23 

 두번째 유형은, 조선인의 행동은 비인도적이며 잔혹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이다. 9월 5일자 이와테일보 (岩手日報)는 ‘불량선인은 각 지역에서 약탈을 

하고 유부녀를 강간하며, 불 속으로 던지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다’고 보도하였다.24 

이후에도 산요신보 (山陽新報), 도요스신보 (豊洲新報), 니가타 신문 (新潟新聞) 

등도 도쿄 시내에서 조선인이 폭탄을 투하하며, 약탈과 강간, 그리고 살인 등의 

잔혹한 폭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25 

 

3. 군대, 경찰 및 자경단의 살해 

 

자경단은 당시 사이타마현의 코사카 마사야스 (香坂昌康) 내무부장이 지진이 

발생한 직후, 내무성의 지령을 받고 현시정촌 (県市町村)에 자경단을 결성할 것을 

명령한 9월 2일의 익일인 3일에 결성되었다. 9월 3일 오후 2시 30분 계엄사령관의 

“각 지역의 경비는 군대와 자위단에 의해 안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로 지방의 제반 단체 및 일반인도 극력 자위 협동을 발휘하여 재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발표에서 군과 관헌이 적극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해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경단에 동원된 자는 청년단, 재향군인회, 소방단 

등 군과 경찰이 결성하고 지도해온 조직이었다.26 이후 사이타마현에서는 9월 

4일에 자경단이 조선인을 학살한 카타야나기 사건, 진보하라 사건, 쿠마타니 사건, 

혼쇼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27  

 
23 池上二郎, 위 책 (각주 22), p.9 
24 池上二郎, 위 책 (각주 22), p.10 
25 池上二郎, 위 책 (각주 22), p.10 
26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진재”, 역사비평사 (2010), p.204 
27 池上二郎, 위 책 (각주 2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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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보도된 도쿄일일신문의 신문기사에서는 후나바시에서 발생한 학살에 대해 

‘선인의 불분명한 행위에 언짢아진 후나바시 자경단을 시작으로 한 야에무라 

자경단 등 약 150명은…전부 살해’ 및 ‘호시가야 구보야마 방면에서 행해진 청년회 

자경단 등 살인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청취’ 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고 

있다.28 마찬가지로, 요미우리 신문은 ‘고야스 자경단원의 대다수가 일본도를 차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오십여 명의 조선인은 사체가 되어 철도길에 유기되었다’ 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은 ‘폭행 자경단원 및 음모 사건의 범인을 검거’ 

했다고 보도하는 등, 당시 다수의 신문기사들이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29  

 

제 3 장 관동대학살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국가책임 

 

제 1 절 관동대학살의 제노사이드 성립 검토 

1. 제노사이드의 의의30 

 

‘제노사이드 (Genocide)’ 라는 용어는 Rapahel Lemkin이 1943년에 

고안하였으나, 1948년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의 문맥 및 기타 서문에서도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194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31 UN 당사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1946년 UN 

 
28 姜徳相、『現代史資料６ 関東大震災と朝鮮人』みすず書房 (2004)、p.207 

29 今井清一, 위 책 (각주 20), p.232 
30 제노사이드 협약의 성립 과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William A.Scabas, “Origi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From Nuremberg to Paris”, Case Western Reserve Jou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40, 2007 참조  

31 William A. Scaba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University of 

St.Thom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4(2), 2010,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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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96 (I) 또한 “인종적, 종교적 및 기타 집단이 전체 또는 일부 파괴된 

제노사이드” 라고 언급하고 있다.32 나아가 제노사이드를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모든 인간 그룹들의 생존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들의 처벌을 위해 UN 회원국은 집단살해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3  

 이러한 제노사이드의 본질은 ICJ가 1951년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사건에서 한층 

상세하게 정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전체적인 인간 집단의 존재할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양심에 충격을 가하며 대규모의 

인명의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덕률과 UN 정신과 목적에도 배치되는 국제법 질서 

하의 범죄를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첫째, 동 협약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 문명국에서 굳이 협약상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인식되어 

왔다는 점, 둘째, 집단살해행위의 처벌과 ‘인류를 이와 같은 혐오스러운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협력 모두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그 결론으로 취할 수 있다.34 

 
32 원문은 Many instances of such crimes of genocide have occurred, when racial, religious, 

political and other groups have been destroyed, entirely or in part. UN General Assembly, The 
Crime of Genocide, 11 December 1946, A/RES/96 
33 원문은 Genocide is a denial of the right existence of entire human groups, which shocks the 

conscience of mankind.  

34 원문은 The origins of the Convention show that it was the intention of the United Nations to 

condemn and punish genocide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nvolving a denial of the right 

of existence of entire human groups, a denial which shocks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results 

in great losses to humanity, and which is contrary to moral law and to the spirit and aims of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96 (1) of the General Assembly, December 11th 1946). The first 

consequence arising from this conception is that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Convention are 

principles which are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as binding on States, even without any 

conventional obligation. A second consequence is the universa1 character both of the 

condemnation of genocide and of the CO-operation required "in order to liberate mankind from 

such an odious scourge" (Preamble to the Convention). The Genocide Convention wa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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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즉, 제노사이드의 금지라는 규범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서 성립하므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ICJ는 위 

협약이 보편적 성격을 가지며 체약국들은 제노사이드를 방지하는 데 공통된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35 요컨대, 이는 국가들의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의무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즉, 대세적 의무 (erga omnes)임과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제노사이드의 성립 요건: 대상 집단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은 제2조에서 제노사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36  

 

제노사이드의 정의(제 2 조)  

협약에서 제노사이드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intend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 definitely universal in 

scope.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1, p.23} 
35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1, para.23 
36 Article 2: In the present Convention, genocide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본 정의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 4 조,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 2 조, 로마규정 제 6 조, 

캄보디아특별재판소규정 제 4 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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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2.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3.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4.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5.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제노사이드 범죄의 보호대상인 집단에 있어서의 보편적 기준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통해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영속적이고 불가변적 방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집단에 속하게 된 자에 의하여도 

통상적으로는 도전받을 수 없는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7  

ICTR은 각 집단의 개념을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적’ 집단이란 

권리와 의무의 상호이익을 수반하는 일반 시민권을 바탕으로 하는 법적 구속을 

공유하는 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민족적’ 집단은 일반적으로 언어 또는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된다.38 ‘인종적’ 집단은 일반적으로 

세습적인 육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으로, 지리적 지역을 바탕으로 한다.39 

마지막으로 ‘종교적’ 집단이란 구성원들이 같은 종교, 종파 또는 숭배방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40 나아가 재판부는 집단을 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통해 

소속될 수 있는 가변적 집단이 아닌 선천적으로 소속이 결정되는 안정적 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41
 Lemkin은 정치적 집단도 집단의 일종으로 포함시킬 것을 

 
37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Judgement, ICTR-96-4-T (1998), para. 511 
38 Ibid., para.512 
39 Ibid., para.513 
40 Ibid., para.514 
4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 9 판, 박영사 (2020), p.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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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으나 협약의 채택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은 배제되고,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만이 해당하게 되었다. 

제노사이드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집단을 전멸시킬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협약에서 열거된 행위를 범의를 구비한 채로 행하면 성립이 된다. 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노사이드도 성립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부의 파괴가 전체 집단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42 ICJ는 

이 “집단”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특정 

집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둘째,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 내의 집단일 것, 

셋째, 단순한 숫자 외에 질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중 상당한 

부분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43 ICTR은 Kayishema and 

Ruzindana 사건44에서 보호집단의 ‘일부’는 상당한 수의 개인을 지칭한다고 

판시하였으며, ICTY는 제노사이드가 매우 중요한 일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에 

달하는’ 일부에 대한 파괴 의도를 요한다고 하였다.45  

 

3. 제노사이드의 성립 요건: 특별한 의도 (dolus specialis)  

 

상기 조항에 따르면 범죄 행위 (actus reus)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제노사이드가 성립한다. 이 ‘의도 (intent)’는 제노사이드를 기타 국제법상 

범죄로부터 구별 짓는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특별 고의 (special intent 

또는 dolus specialis)이며, 제노사이드 범죄 정의의 ‘정수’라고도 지칭된다.46 

 
42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989 
43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991 
44 Prosecutor v. Kayishema and Ruzindana, Judgement, ICTR-95-1-T (1999), para.97 
45 Prosecutor v. Jelesic, Judgement, IT-95-10-T (1999), paras. 81-82  
46 김상걸, “Genocidal Intent 개념에 대한 인식기반해석론 비판”, 국제법학회논총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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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개인적 사유가 아닌,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47 

예컨대 ICTR 및 ICTY 법령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상황의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격에 대해 인식 (knowledge)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48  

 반면, 제노사이드는 최소한 행위자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하였음을 

요구한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행위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49가 결여되어 있다면 

제노사이드의 법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제노사이드의 대상인 특정 ㄴ집단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가 여부 역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50  

 
대한국제법학회 (2016) , p.12 
47 다만 제노사이드는 아직 엄격한 법적 정의를 갖지 못한 연관개념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에 속하는 민간인들을 특정 지역, 특정 마을로부터 강제로 몰아내는 여러 정책”을 흔히 인종 

청소 (ethnic cleans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때로는 제노사이드와 결부되어 행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같은 정책 또는 이행행위 자체로는 제노사이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지칭하는 에쓰노사이드 (ethnocide) 내지는 문화적 

제노사이드 (cultural genocide)를 포함하지 않는다. {김대순, “국제법론”, 제 20 판, 삼영사 (2019), 

p.1586} 
48 도경옥, “거창양민학살의 국제형사법적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 10 권 제 1 호 (2003), p.99 
49 Genocidal intent 의 개념이 규정하기 어렵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우선, 의욕기반해석론 (purpose-based approach)는 고의의 ‘의지/의욕 (volition)’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보통 ICTY 와 ICTR 의 판례들이 이 해석론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인식기반해석론 (knowledge-based approach)는 고의의 ‘인식적 측면 (cognition)’을 강조하여 

genocidal intent 의 입증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해석론 

논의에 관한 상세는 김상걸, 위 논문 (각주 46), p.15 이하 참조. 
50 65. […] Although membership of the targeted group must be an objective feature of the 

society in question, there is also a subjective dimension. […] In such a case, the Chamber is of 

the opinion that, on the evidence, if a victim was perceived by a perpetrator as belonging to a 

protected group, the victim could be considered by the Chamber as a member of the protected 

group, for the purposes of genocide. Prosecutor v. Bagilishema,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Case No. ICTR-95-1A-T, Trial Chamber, Judgement (2001), para.65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988 각주 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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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극히 

드물다.51 Hans-Lukas Kieser는 이 의도가 완전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2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제노사이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 또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아르메니아인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제노사이드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ICTY는 Radiaslav Krstic 사건에서 Krstic이 보스니아 회교도 및 

크로아티아인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암묵적으로 협조 내지 방조하였다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53 또한, ICTR은 Jean-paul Akayesu 

사건에서 상급자가 제노사이드를 선동하고 조장한 행위만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54 즉,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특별 의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검토  

 

규정상 제노사이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집단이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동 지역에서 이러한 행위의 대상이 된 집단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었다는 점에서 대상 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 1923년 

당시 일본 전국에 거주한 조선인 수는 80,415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 수는 명확하게 발표되고 있지 

 
51 Kai Ambos, “The Armenian Genocide?”, ejiltalk 
52 Kai Ambos, “The Armenian Genocide?”, ejiltalk 
53 Prosecutor v. Radiaslav Krstic, Trial Chamber, I, ICTY IT-98-33, 2001, para.599 
54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I, ICTR-96-4-T, 1998, para.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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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일본 학계에서는 도쿄 지역에만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55 이 가운데 한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쿄 지역 피학살 조선인의 수는 약 6,661명으로, 약 33% 에서 44%에 이르는 

수치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56  

 이어서 조선인 집단을 파괴하고자 한 의도가 존재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인에 대한 편견은 지진 발생 이전부터 장기간 동안 형성되어 왔으며,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들이 불린 ‘불령선인’이라는 용어는 본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미디어에 자주 이용되었다.57지진 4년 

전인 1919년 3.1 운동에 대해서도 ‘불령선인의 폭동’이라고 간주되었다.58 1913년 

내무성 경보국은 경찰, 관청의 창구에서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해 “조선인 식별 

자료에 관한 건”을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는 추후 살해 행위에 가담한 자경단원의 

교육에 사용되기도 하였다.59  

 9월 1일 저녁 무렵에 유언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내무성 등 일본의 정부기관이 

유언을 전파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경찰이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적극적으로 선동하였다. 치안유지 목적의 경계를 담당하게 하면서 관동 지역에 

순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경단을 조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도 살해를 

유도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계엄령이란 일반적으로 전쟁 또는 

사변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대외 방비를 위한 행정권 집행 등을 정지시키고, 군을 

통해 국민생활을 통괄하게 하는 비상법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55 강효숙, 위 논문 (각주 2), p.296 
56 도쿄지역 피학살 조선인 수에 대해서는 일본사법성이 총 230 명, 상해교민 보고서와 

재일본관동지방이재조선동포위문단이 총 6,661 명, 독립신문이 총 6,415 명, 일본 지식인인 요시노 

사쿠조 (吉野作造)가 총 2,711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3 년 강효숙이 발표한 독일외무성 소장 

자료에 의하면, 요시노 사쿠조는 피학살 조선인 수를 총 8,271 명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초기 

요시노가 발표한 시점 이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효숙, 위 논문 (각주 

2), p.296) 
57 예컨대 1910 년대의 일본 신문에서 확인되는 조선인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불만, 불령, 

불온’이라는 단어로 장식되어 있었다.  
58 加藤直樹 『九月、東京の路上でー1923 年関東大震災 ジェノサイドの残響』ころから、p.204 
59 강덕상, “관동대진재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01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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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긴급 칙령에 의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사이타마에서는 내무성에서 사이타마청을 통해 각 정 (町) 과 촌 (村)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이 조선인 학살을 일으킨 요인이다. 내무성에서는 

사이마타 내무부장 측으로 ‘이번 지진에 대해 도쿄에서 불령선인의 망동이 

있었다…이러한 때에 정, 촌의 당국자는 재향군인분회, 소방대, 청년단 등은 

일치단결해서 그 경계에 임하고 또다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급히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 허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자경단의 결성으로 이어졌다.60  

예컨대 진보하라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일본 경찰이 보호하고 있던 조선인을 

트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변의 민중 약 1천 여 명이 트럭이 통과하는 

길목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동 트럭을 정지시키며 죽봉, 곤봉 등으로 조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혹은 작은 칼로 찌른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61 

 또한, 조선인 ‘보호’의 명목으로 개설된 나라시노 수용소에서는 9월 5일 

‘보호’라는 공적인 목적과는 정반대로 군대가 수용자의 사상조사를 통해 선별된 

조선인을 살해하고, 근린 주민에게도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62 

또한, 관동대진재 이후 중국인과 오키나와인 또한 살해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 또는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와 같이 그들에 대한 

 
60 상세한 것은 關東大震災 50 周年朝鮮人犧牲者調 査·追悼事業實行委員會, 1974, 『かくされていた歷

史-關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 人虐殺事件』; 米倉勉, 2014, 「2003 年「日弁連勸告」の意義と現狀-差別

的·排外 的傾向か强゙まる中で」, 『關東大震災 記憶の繼承-歷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수록 참조. 

{다나카 마사타카,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제 48 호 (2015), 

각주 51 재인용}  

61 「浦和地方裁判所判決文」1923 년 11 월 26 일. {강효숙, 위 논문 (각주 2), p.295 각주 50 재인용} 
62 다나카 마사타카, 위 논문 (각주 6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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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유발하는 유언비어는 전혀 유포되지 않았다.63 이러한 선별적 살해의 

사례를 검토해보건대, 조선인 학살은 무차별적인 학살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계획적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군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 정부에 의해 배포된 유언을 통해 일본군, 경찰, 민중 및 전국적인 

행정까지 가동되어 자행된 조선인 학살은, 제노사이드 조약 제2조의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 중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64 또한, 일본 경찰이 일본 민중을 선동함으로써 자경단의 조직을 

유도하거나 일반 민중에게 포박한 조선인을 할당 배급하며 살해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는 제3조 3항의 “집단 살해를 직접 혹은 공연히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아울러 조선인만을 특정하여 선별하고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살해를 자행한 자들은 살해의 대상이 “조선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노사이드 협약상 요구되는 행위 요건인 “집단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를 충족함으로써 

제노사이드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조선인” 집단을 특정하여 

공격한 것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인 “민족적, 국민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 하에서 관동대학살 사건은 국제적인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63 강덕상,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사 (1999), p.188 
64 제노사이드 협약 제 2 조는 1) 살해 행위, 2)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행위, 4)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5) 집단 내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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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노사이드와 국가책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국제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하는 법적 책임으로, 전통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LC의 국가책임법 초안 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행위를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동대학살이 제노사이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에 해당이 

된다면, 일본은 어떠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ICJ의 Bosnian Genocide Case (2007) 판결 개요 

 

제노사이드 협약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제노사이드 범죄를 자행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 즉 국제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개인의 제노사이드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제노사이드를 범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ICJ는 2007년 Bosnian Genocide 사건의 판결에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협약은 전체의 문맥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제노사이드 

협약 제9조65가 “제노사이드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협약 성립 

 
65 제 9 조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 3 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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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시의 준비 문서를 보아도 당사국이 제노사이드를 범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며, 당사국의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 양자를 모두 규정한 

조약으로 판단한 바 있다.66  

본 판결에서 원고는 제9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노사이드를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며,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제노사이드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제노사이드 협약이 국가에게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직 개인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에 한해 협약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 근거로 

제노사이드는 형법의 원칙에 다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첫번째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노사이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67  

이에 재판소는 협약의 취지에 따라 국가가 제노사이드를 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제1조는 국가에게 제노사이드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재판소는 협약의 채택 목적으로부터 제1조는 국가에게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제1조는 

제노사이드를 국제법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하면 안된다는 것, 둘째, 

제노사이드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을 통한 제노사이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68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66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ement, ICJ Reports 2007, paras.146 – 

173 
67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s.155-158  
68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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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CJ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국가 기관, 사인, 또는 단체의 행위를 통해 

제노사이드를 행하지 않는 의무가 있다고 하며, 이는 제3조의 공범, 교사, 공모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69  

또한, 재판소는 제노사이드를 행한 자에 대한 기소가 없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는 우선 국가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조의 공모 또는 공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70 

이에 재판소는 제노사이드 또는 제3조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기관, 

사인, 또는 단체에 의해 행해졌다면 협약 제9조에서 국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였다.71 나아가 국가 지도자 등 개인에 의해 제노사이드가 범해졌으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협약상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72  

 우선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ICJ는 세르비아 군인들이 Srebrenica에서 약 7천 

명의 무슬림을 살해하고 중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보스니아계 무슬림을 

파괴하려는 “특정한 의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2일부터 

13일 이후의 Srebrenica에서 발생한 살해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나, 그 이외는 

제노사이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73 

이어서 ICJ는 제노사이드 협약이 국가에게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 뿐만 아니라 

공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까지 부과한다고 하며,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에 

기초하여 세르비아가 RS 군대의 공범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74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기관 또는 구성원이 제노사이드 행위를 지원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범죄자의 제노사이드를 행하고자 하는 특별 의도를 인식하였는지 

 
69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167 
70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180  
71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181  
72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181  
73 원유민, “국제사법재판소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국제법학회 논총 59 

(2014), p.149  

74 ICJ, Judgement, supra note 66, para.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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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의 성립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75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세르비아가 RS 군대의 제노사이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 및 

지원을 했다는 주관적 요건의 성립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기에 세르비아는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6 

 비록 세르비아는 제노사이드의 공범행위에 의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었다. 세르비아는 RS 군대가 

Srebrenica를 점령했을 당시 보스니아계 회교도에 대한 증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7  

또한, ICJ는 Srebrenica 학살을 지휘했던 R. Mladic이 세르비아에 있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체포하지 않은 것은 제노사이드 처벌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았다.78  

국가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ICJ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에 대해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동 재판소에 의한 판결이 가장 

적합한 배상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79  

 

2. ICJ의 Bosnian Genocide Case (2007) 판결 검토  

 

제노사이드 협약은 제4조 및 제6조에서 “사인 (persons)”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인만이 제노사이드 범죄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본 협약에서 국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의무란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판결은 국가책임을 형사적 성질로까지 

 
75 이순천, “보스니아 Genocide 판결 및 평가” 국제법학회 논총 52 (2), 2007, p.534 
76 ICJ, Judgement, supra note 100, paras 422 - 424 
77 ICJ, Judgement, supra note 100, paras 428 - 438 
78 ICJ, Judgement, supra note 100, paras 439 - 450 
79 ICJ, Judgement, supra note 100, para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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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켰다는 점, 협약의 확대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논리를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번째로, ICJ는 개인의 형사 책임만이 부과되는 제노사이드의 협약 제3조상 

범죄유형에 관한 조항을 국가에까지 확대적용하면서,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진보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80 그러나 

ICJ는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행위 유형을 국가에게까지 부과하는 확대적용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시도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ICJ가 국가책임의 

발생을 긍정했던 공범, 교사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상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며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이다. 국가의 국제의무 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며 배상의무라는 민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3조와 같이 형사적 성질을 가지는 개인의 행위 유형을 

국가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범 행위에 가담한 개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형사적 

규정을 국가책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범에 해당하는지 기준에 기반하여 세르비아가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것보다, 국가책임법 초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RS 군대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RS 군대 등을 국가로 볼 수 

있음으로써 세르비아의 행위가 국가책임법 초안 제16조상 타국의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으로 논리를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로, 제노사이드 협약은 본고에서 계속 확인해왔듯이 국가 그 자체에게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후술할 제4조부터 제9조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제노사이드를 행한 개인을 처벌하고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80 원유민, 위 논문 (각주 73),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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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다. 즉,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아닌,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인 의무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ICJ의 Bosnian genocide 판결에 대한 Shi 와 Koroma 재판관의 

별개의견81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대상과 목적은 뉘른베르크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82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국가에게 필요한 입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약은 

국가에 제노사이드 행위 금지 의무라는 형사적 책임이 아닌, 그러한 행위를 범한 

개인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다.83  

나아가 ICJ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제1조로부터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국가로서는 개인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당사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협약의 취지에 걸맞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를 

제1조의 문언에서 도출하는 것은 협약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제 3 절 관동대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1. 행위의 국가귀속성 

 

 
81 두 재판관은 ICJ 의 논리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개의견에서 현재 

ICJ 의 근거는 세르비아가 제노사이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기회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안보리는 Srebenica 에서의 세르비아 군대에 의한 급박하고 중대한 인도적 위험을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82 Joint declaration of Judges Shi and Koroma, Judgement, ICJ Reports 2007, para.3  
83 ICJ, Judgement, supra note 82, par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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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특정 행위가 국가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한 것이거나,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을 만큼 행위자와 국가간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84  

 ILC 초안 제4조85에 의하면,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며, 국가기관이라면 어떠한 기관도 그 성격과 

관계없다. 즉,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혹은 공무원의 계급과 

관계없이 모두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부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단체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한 행위라면 설사 자신의 본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여 한 행위라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직무상’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86 국가기관이 공적 자격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취한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책임을 성립시킨다는 원칙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ILC 초안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행한 행위만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사인이나 민간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84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687 
85 제 4 조 (국가기관의 행위): 1. 여하한 국가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그 기관이 입법적, 집행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든 그 외의 여타의 기능을 수행하든, 그 기관이 

국가의 조직상 여하한 지위를 점하고 있든, 그리고 그 국가의 중앙정부의 기관이든 영토적 단위의 

기관이든 불문한다. 2. 기관에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사람 또는 집단이 

포함된다.  
86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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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실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사실상 

기관 (de facto organ)’ 으로서 행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가기능의 행사를 구성하는 행위를 사적 실체라는 이유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국가는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사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국가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까지 외부 인사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이에 후술할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미국이 니카라과에서 Contras 반군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통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군의 모든 행위를 미국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87  

 

1) 관헌 및 군대의 행위 

  

그렇다면 관동대진재 당시 일본 관헌과 군대의 행위는 그 귀속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ILC 초안 제5조는 국가기관이라면 행위주체의 국내법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헌법상의 권력 분배 등을 불문하고 국가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88  

 따라서,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해군 도쿄 무선전신소 후나바시 

 
87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688;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413 
88 제 5 조 정부권력 요소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실체의 행위: 제 4 조에 의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당해 국가의 법에 의해 정부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실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이는 그 개인 또는 실체가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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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소에서 무전으로 발신 한 행위, 내무성이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자경단을 

조직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계엄 사령부에서 재향군인회 회장 앞으로 “출동 군대에 협력”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송신함에 따라, 향토 예비군으로서 군대와 불가분의 관계이던 재향군인회 

및 청년단이 소집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자경단이 시민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관헌의 지시가 개입된 이후였음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89  

 나아가 군대가 일본의 국가기관임은 물론이고 이들에 의해 행하여진 자경단에 

대한 통제 및 감독 행위, 그리고 실제로 조선인을  살해를 한 행위는 일본 

국가기관의 행위에 귀속됨은 틀림이 없다.  

  

2) 자경단의 행위  

 

일본 관헌 및 군대의 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으로 조직된 자경단의 살해 

행위가 제8조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한 쟁점이 될 것이다. 자경단의 행위가 일본 

국가기관에 귀속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성립되어 온 국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LC 초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특정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 

자들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상황으로는 첫째,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혹은 국가의 지도 내지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 (제8조), 둘째,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속에 

 
89 더욱 자세한 자료 및 증언은 강덕상, “조선인의 죽음,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동쪽나라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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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경우 (제9조), 셋째, 국가가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한 행위 

(제11조)가 있다.  

 이에 자경단의 행위와 연관되는 조항은 제8조라고 할 수 있다. 제8조의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혹은 국가의 지도 내지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서 국가 귀속을 

초래하는데 필요한 ‘지도 혹은 통제’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지도 내지 

통제’가 ‘지시’에 비해 더욱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되므로 다소 어려울 것이다.90 

그러나 ILC는 제8조에 대한 주석에서 “사적 개인이 국가의 지시에 의해 

위법행위를 수행한 경우, 국가의 지도 혹은 통제에 의해 행위한 경우에는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진정한 관련성 (real link)”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ICJ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가 구체적 행위를 지도, 

통제할 것, 둘째, 문제 행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제8조의 국가의 지시, 지도, 통제 요건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제8조의 

적용을 받아 국가행위로의 귀속이 인정된다는 것이다.91 

국가행위로 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의 지시, 지도, 통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ICJ는 1986년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92 (이하, 니카라과 사건) 에서 미국이 니카라과에서 

Contras 반군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통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군의 모든 행위를 

 
90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687 
91 양준열,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의 국가행위 귀속 문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75  
92 Nicaragua 의 산디니스타 정권이 구 소련의 사상적, 군사적 진출 거점이었다는 점, 근린 국가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 대한 무력 공격 및 반정부 게릴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은 Nicaragua 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행하였다. 미국이 직접 Nicaragua 내 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Nicaragua 의 항만, 석유시설, 해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 

반 Nicaragua 정부조직 (Contras 반군)에 대해 자금 지원, 훈련,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1984 년 Nicaragua 는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무력 공격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첫째, Contra 반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활동이 UN 헌장 제 2 조 4 항 및 국제관습법이 금지하고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미국의 Contra 반군 군사지원 활동이 UN 헌장 제 51 조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화 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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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반군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개별적 사례에서 미국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행위의 실행을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등의 실효적 통제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Contras 반군의 행위가 미국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미국 정부가 반군을 창설했는지, 2) 미국의 지원 

없이도 활동이 가능했을지, 3) 미국의 통제 없이도 해당 행위를 행사했을 것인지, 

4)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미국이 반군의 

창설과는 관련이 없으며 미국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미국이 반군에 재정적 지원, 조직, 훈련, 

물자제공 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군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율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93  이와 달리 UCLA 반군의 경우 미국의 

군대와 정보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점, 미국 군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점, 전반적 감독 및 병참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국가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수행하지는 않았더라도 “계획, 지도, 지원” 한 

사실이 인정되어 미국으로의 귀속이 인정되었다.94  

반면, ICTY는 Dusco Tadic 사건95에서 ICJ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비판하며, 통제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항상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96 즉, 개인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조직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 (overall control)”를 

 
93 오승진, “국제테러와 국가책임법”, 강원법학 제 37 권 (2012), p.23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6), p.113  
94 양준열, 위 논문 (각주 91), p.77  
95 1992 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유고슬라비아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보스니아 내에 

주둔하던 사회주의 유고연방 군대 JNA 는 부분적으로나마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민병대인 VRS 로 

사실상 계승되었다. VRS 는 JNA 로부터 군대 장비들을 물려받았으며, 유고연방 정부는 VRS 에게 계속 

봉급을 지급하였다.  
96 Tadic 사건은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Nicaragua 사건은 국가책임을 묻는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나, 두 사건 모두 국제법상 개인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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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사인 집단이 국제적인 위법행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들 개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위를 행사할 뿐 아니라, 해당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VRS에 의해 

취하여진 특정 행위들이 유고 군대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령되었거나 계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유고연방이 VRS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물자를 

공급받은 등의 사실은 “전반적 통제”라고 볼 수 있다 판단하였다.  

이후 ICJ는 2007년 Bosnian Genocide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국가책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서, ICTY가 Tadic 사건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통제” 기준을 

거부하고 Nicaragua 사건에서 적용한 기준인 “실효적 통제”를 단호하게 

지지함으로써 통제 기준에 대한 논쟁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다. 즉, genocide의 

이행 결정이 세르비아의 지시 또는 통제 없이 RS군대 참모들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세르비아에 귀속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97 이러한 ICJ의 태도는, 

국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국가책임법의 근본 원리라고 

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인다. 

요컨대 국가행위 귀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요구되는 사적 실체에 대한 ‘통제’의 

정도는 ICJ의 “실효적 통제”가 다수의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ICTY의 ‘전반적 통제’ 

기준을 따를 경우, ‘전반적’ 및 ‘조직적인 집단’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호함으로 인해 국가책임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을 제공하여 

타당치 않다고 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한 사적 실체의 행위만이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건대, ICTY의 “전반적 통제”라는 

 
97 이순천, 위 논문 (각주 75),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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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만큼, 국가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통제를 받은 행위의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ICJ의 법리를 인용하여 자경단의 

행위의 귀속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정부가 조선인 박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자경단의 창설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과거 일본의 도시에는 지방행정 당국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민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9월 1일부터 2일에 

걸쳐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도치기 등의 지역에서 약 5천 개가 넘는 

자경단이 조직되었다.98 이에 자경단이 불령선인에 관한 유언에 위기의식을 느낀 

민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창설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9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고유 (告諭)’는 ‘지방의 단체 및 일반인도 최대한 자위협동의 힘을 

발휘하여 재해의 방지에 힘쓰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어 군과 관헌이 조직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99 또한,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무성이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자경단을 조직토록 하여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호소하고 

유사시에 ‘적절한 방책’을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아가, 관헌이 자경단원에게 조선인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것과 무기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당시 증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100 자경단원은 “살해해도 

지장이 없다”는, 적극적으로 살인을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관헌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요코하마에서는 재향군인회 및 청년단에게 약 920정의 

 
98 今井清一, 위 책 (각주 20), p.76 
99 원문은 この際、地方諸団体および一般人も、尚、極力自衛協同の実を発揮して、災害の防止に努めら

れんことを望む 

100 더욱 구체적인 증언은 渋谷紅塔『関東大震災実記』(有朋堂、1924); 池上次郎 

『関東大震災当時の新聞記事 : 大正十二年九月一日午前十一時五十八分』 (1987);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진재”, 역사비평사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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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대여하였으며, 가나가와 재향군인회에는 군총 30정과 실탄 600발을 

제공함으로써 자경단의 장비 강화를 지원하였다.101 또한, 자경단이 군의 명령 하에 

살해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도 자경단과 국가 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계엄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자경단원을 배치함으로써 검문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군대가 체포한 조선인을 근처의 농민들에게 넘겨 그들로 

하여금 죽이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Bosnian Genocide 사건에서 

RS군대 참모들이 세르비아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지시 또는 통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LC는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취해진 사인의 행위가 “오로지 국가가 

구체적 활동을 지휘 또는 통제하였으며 문제된 행위가 그러한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only if it directed or controlled the specific operation and the 

conduct complained of was integral part of that operation)”에 한하여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102 또한, ICJ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의존 (complete 

dependence)”에 비추어 볼 때, 관헌이 자경단을 조직하고 장비를 지원한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해 지시를 내린 행위는 실효적 통제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에서 각 마을 사무소에 재향군인회, 소방단, 청년단 등과 경찰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경단을 조직하게 하고, 무장 출동을 명령한 것으로 보건대 

자경단이 독자성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경단과 

국가조직 간의 “실제적 연관성”이 존재하여 자경단이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고 봄으로써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101 今井清一, 위 책 (각주 20), p.66 
102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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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의 위법성 

  

대지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선인을 선별하여 살해한 일본의 

행위는 식민지배라는 역사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 감정과 도의적 측면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를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있어서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는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는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1) 제노사이드를 행하지 않을 의무   

 

관동 지역에서의 제노사이드가 당시 유효한 일본 국내법상 기관 지위를 가지는 

자들에 의해 행해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군대, 경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비록 일본의 

법적 기관은 아니나, 정부 기관에 의해 실효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자체는 제노사이드를 금지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에서도 일본이라는 국가로서 제노사이드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인 또는 집단은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를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주체가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으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ICJ 판결에서와 같이 국가가 제노사이드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형사책임에 불과하고, 국가라는 주체 자체는 제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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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선동, 교사, 미수라는 행위의 정범 혹은 공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가 제노사이드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협약 제3조에 나열되어 있는 행위를 

직접 행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국가의 제노사이드 이행에 필수적인 특별 의도라는 

주관적 요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개인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국가책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관동대진재 직후 조선인을 살해한 관헌과 경찰, 군대, 

그리고 자경단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일본이 스스로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속의 이론에 따라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2)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의무  

 

국가가 제노사이드를 예방할 의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행동’의 의무에 해당한다.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의무는 제노사이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국가가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제노사이드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및 실제로 제노사이드가 행해졌을 때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103  

  ICJ는 Bosnian Genocide Case 판결에서 1993년 ICJ가 명한 두 개의 

잠정조치상의 특별한 의무104에 기속되며, 특히 모든 기관이 제노사이드를 자행하지 

 
103 이순천, 위 논문 (각주 75), p.539 
10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신유고연방)이 제노사이드 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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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었고, RS군대가 Srebrenica를 점령하기로 결정한 이상 

제노사이드의 위험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르비아가 제노사이드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협약상 예방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조선인 학살이 발생하고 증폭된 원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일본인을 해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된 것의 영향이 컸다. 설령 

유언비어가 민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유언비어를 

자제시키거나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도 확산하는 데 일조한 것은 학살을 예방하고자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자경단에 조선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리거나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행위는 제노사이드의 예방이 아니라 반대로 확산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지진이 발생한 당시 재일한인에 대한 증오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조선인을 식별하여 살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언론의 기사와 정부기관의 

공문을 전국 각지에 보내면서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노사이드를 행한 자를 처벌할 의무  

 

 
않았다는 이유로 1993 년 3 월 20 일 ICJ 에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소하였다. 제노사이드 행위의 

예비, 시행 및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처벌할 

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협약 제 9 조에 따라 ICJ 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ICJ 는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1993 년 4 월 8 일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잠정 조치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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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4조부터 제9조는 국가가 제노사이드를 행한 자의 처벌을 위해 입법 및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제노사이드의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협약상 의무 위반임을 명시하였다.  

ICJ는 Bosnian Genocide 사건의 판결에서 세르비아가 자국 영토에 있는 범인을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위해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며, 

주범인 Mladic 장군의 소재를 확인하고 구속하지 않은 것은 협약상 처벌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선언하였다.105 

 관동대진재 사례의 경우, 대지진과 학살에서 살아남은 거주 조선인들은 

‘이재조선동포 위문반’을 설치하여 피학살자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였다.106 그러나 

해당 지역의 관헌은 학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학살자의 시체를 암화장 또는 

암매장을 했으며, 위문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살자의 정보 공유 및 유골 반환에 

관해 협조를 하지 않았다.107 아울러 군대 및 경찰의 상급자가 학살에 참가한 

당사자 및 목격자들에게 철저히 학살 행위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한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피살자 수가 약 6천 명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관헌이 발표했던 희생자 수는 사법성 233명, 내무성 

231명, 조선총독부 831명으로 일본 측에서 학살을 은폐하고자 피살자 수를 

축소시켜 발표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08  

 당시 각지에서 발생한 학살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년 10월부터 학살에 가담했던 

자경단원이 상해죄 및 살인죄로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대가 살해하도록 

 
105 이순천, 위 논문 (각주 75), p.540 
106 1923 년 10 월 3 일자 도쿄일일신문 (東京日日新聞)는 “재경 조선학생 기타 유지들이 서로 

협의하여 고이시가와 (小石川)구 오츠카시타 (大塚下) 정 190 에 위치한 천도교회 내에 설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광열, 위 논문 (각주 15), p.124} 
107 김광열, 위 논문 (각주 15), p.125 
108 김광열, 위 논문 (각주 15),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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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였다는 사실은 묵인한 채 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판단한 자경단의 

연합단체는 반대 의견서를 내무대신과 법무대신 앞으로 송부하고 처벌경감 운동을 

전개하였다.109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출되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자경단원들의 

학살을 엄벌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야마다 쇼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인 살해, 파출소 습격 및 조선인 살해, 일본인 살해 등의 

가해 형태에 따라 형량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을 살해한 자의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반면, 일본인을 살해한 자는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조선인 

살해에 경찰 습격이라는 죄목까지 추가된 경우에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110 

그러나 판결 내용과 달리, 당시 일본 형법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되고 있었다. 국내법에 의해 적정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을 포함한 관헌에 대해 학살 

행위에 대한 추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언비어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관헌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니라 지시를 수행했던 자경단원만을 검거하고 경미한 처벌을 내린 행위는, 

일본이 학살을 자행한 자들을 처벌하고자 했던 것보다 학살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24년 6월 

조선총독부 관방외사과 (朝鮮総督府 官房外事課)에서 제작하여 내무성 경보국장 

앞으로 송부한 『관동대진재 시의 조선인문제 (関東地方大震災時における

朝鮮人問題)』라는 책자에서는 민간 자경단 및 군경의 학살 책임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조선인의 흉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표명하고 있다.111  

 
109 김광열, 위 논문 (각주 15), p.125 

110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2011) p.94 
111 책자의 “제 2. 조선인 살상의 동기” 부분은 “직접적 동기로 인정되는 것은 1) 유언비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흉행이 실제 일부 조선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 2) 일시적으로 경찰력과 

일체의 통신기관 및 보도기관이 정지하고 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곳이 없었다는 것, 3) 말할 것도 없이 인심이 극도로 흥분했다는 것…” 을 학살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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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제노사이드의 시행에 책임이 있는 관헌에 대해 추궁을 하지 않고 체포된 

자경단원에 대한 불충분한 처벌은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제노사이드 협약상 국가에게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처벌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소결 

 

앞서 일반적으로 사인이나 민간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로 귀속되지 

않으나,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와 경찰이 

정부의 지시를 통해 자경단을 창설함에 그치지 않고, 무기의 보급과 구체적으로 

조선인을 특정하여 살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실효적 통제”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자경단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제 4 장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과 국가책임의 성립 

 

제 1 절 시제법의 원칙112  

 

 
112 시제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동은,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 대한 국내학계의 최근 

논의 동향 분석 –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 57 호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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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동일하게 국제법 또한 일정한 시점에 규범 내용이 확립되면 법이 

성립한다. 조약은 해당 조약이 체결된 시점에 고정된 본문이 개정 또는 폐기되기 

전까지는 규범으로써 존재한다. 그리고 조약에서와 같이 법이 성립한 시점을 

확실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관습국제법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성립한 경우에는 

확정된 규범 내용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한다.113  

 과거에 성립한 법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나,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국제사회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 또는 폐기를 거쳐 새로운 법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법규의 경우에는 규율하는 내용이 일정한 시점에 고정되는 

반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114 따라서 

국제법의 판단이 필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느 시점에 성립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제법’ (intertemporal law)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시제법은 그 자체로 특정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시제법의 문제가 

국제법에서 주로 제기되는 이유는, 국내법 질서와 달리 국제법의 질서에서는 법의 

정립과정과 효력범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115  

 시제법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는 바로 조약법으로, 조약의 발효, 개정 또는 

수정, 폐지, 유무효의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법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조약이 체결된 당시의 해석규칙 또는 조약이 적용될 시점의 

해석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시제법적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Fitzmaurice는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의 ICJ의 

판결과 의견을 분석하여 조약 해석의 6원칙을 제시하였다.116 그 중 하나인 

 
113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560 
114 박배근,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논총 제 53 권 1 호 (2008), pp. 11-12  
115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561 
116 Gerald Fitzmauric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4: Treaty 

Interpretation and Other Treaty Points”,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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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성의 원칙은 “조약의 용어는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당해 용어가 가졌던 

의미에 따라 또는 당해 용어에 부여되었던 의미에 따라, 그리고 당시 언어 관행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제법의 원칙과 유사하다며 독립된 해석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117  

국제법상 시제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첫번째로 특정 법적 

문제가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이다. 118 특정 

법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개시된 시점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국제사회 및 국제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룰 관동대학살이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두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해 법이 추후에 변경이 된 경우이다. 법적 

문제가 발생 시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점 간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최근 

규범 내용에 많은 변경이 일어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국제인권법, 

해양법, 국가책임 등의 분야에서 최근 급격한 변경이 일어남으로써 시제법이 

문제되고 있다.119 

시제법은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의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120 그러나 시제법의 문제에 대해 국제법 학계와 판례의 태도는 

 
pp.210-212 
117 Ibid., pp.210-212 

118 박배근, 위 논문 (각주 114), p.17 
119 박배근, 위 논문 (각주 114), p.17 

120 Max Huber 판사는 1928년 Island of Palmas (이하, 팔마스) 사건에서 “법적 사실은 그것이 

발생하던 당시의 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며,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발효중인 법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스페인에 의한 발견의 효과는 당시 16세기에 발효 

중이던 국제법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권리의 존재, 다시 

말해서 권리의 계속적 표현은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시제법의 또 

다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즉, 권리의 창설은 행위시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만, 일단 창설된 

권리도 이후의 법의 변화에 따른 요건을 만족시켜야 존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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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이지 않으며, 이는 각각 법적 안정성과 현재 적합성을 중시하는 입장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우선, 국제법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여 확장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예컨대 박배근은 국제법에서 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역사적 권원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영토, 국가 문제 또는 국제인권법과 같이 최근 법규범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더욱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21 정인섭 또한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은 

시제법 원리의 핵심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과거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을 허용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모습을 택한다면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밝히며, 시제법의 기계적인 적용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122. D’Amato, Jessup 및 Harris와 같은 

학자들도 시제법은 행위 시에 유효한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23 

반면 시제법을 적극적으로 확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시제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반박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시제법의 

법리 적용을 비판하는 도시환은 후술할 1968년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을 예로 들며 

국제법상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칙에 근거하여, 16세기에 유효하였던 발견만으로 팔마스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페인의 권원을 승계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스페인이 결정적 기일인 1898년 12월 10일까지 

팔마스섬에 대한 권원을 지속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평화적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행사한 네덜란드가 영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는 Island of Palmas case (United 

States vs. Netherlands), 4th April 1928, 2 RIAA 참조. 
121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 19 권 제 57 호 (2020), p. 22 
122 박배근, 위 논문 (각주 114), p.63; 외교부, 위 책 (각주 121), p. 21 
123 박배근, 위 논문 (각주 114), p.64 



 - 46 - 

확인하고 있다.124 즉,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의 부적용을 통해 시제법의 법리가 배척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병선은 시제법의 규칙을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동적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리로 이해하며, 노후폐절 또는 

폐기의 관념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국제법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5  

그러나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있어서 과거에 이미 성립되고 변화를 거쳐 새로운 

또는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된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향후에 만들어진 개념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기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사후법의 적용을 통해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관동대학살이 이러한 경우로, 1944년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한 제노사이드 개념을 

1923년 발생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소급 적용이라는 시제법 

법리의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노사이드가 만일 협약 

이전부터 관습법으로서 성립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협약은 이러한 

관습법의 존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서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 가능성  

1. 제노사이드 협약 이전 형성된 국제관습법 

 

 
124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 53 권 제 3 호 

(2008), p.55 
125 오병선,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법학논총 제 57 권 제 1 호 (2012),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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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를 금지하기 위해 1946년 UN 총회 결의안 96 (I)을 이어받아 

채택된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제노사이드 협약’)” 은 1948년 

12월 9일 채택되어 1951년 1월 12일 발효되었다. 따라서 일반 국제법상 시제법의 

원칙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협약)”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 사실 또는 사태에 대해서는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126  

 다만,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조약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에 기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 형성됨으로써 국제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 국가들의 관행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이러한 관행이 법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확신 (opinio juris) 

이 확인 된다면 조약과 동일하게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27  

효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조약과 달리 불분명한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범세계성을 확보하는 조약, 국제기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 결의 등에 의해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128 그러나 

선술한 바와 같이 조약은 발효 시점을 특정하기 쉬운 반면, 국제관습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관행이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므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난관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세기 초반에 

민간인에 대한 살해와 아울러 제노사이드라는 특정 형태의 행위 금지가 

국제사회에서 국제관습법으로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126 제 28 조 (조약의 불소급):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 이전에 당가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127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p.40-42 
128 오승진, “국제법상 제노사이드의 금지”, 국제법학회논총 제 61 권 제 4 호 (2016),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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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인 학살을 금지하는 국제관습법  

 

국제법은 20 세기 초부터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살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1907 년 채택된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이하 헤이그 협약)”은 제 46 조에서 무력충돌과정에서도 가족의 명예와 권리, 

사람의 생명, 개인의 재산 및 종교적 신념과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제한되는 조항이기는 하나,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개인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하며, 전투 행위도 국제법적 규범이 규정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해당 협약의 전문은 “완비된 

전쟁법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까지는 체약국은 그들이 채택한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간에 수립된 관례,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체약국은 채택된 규칙의 제 1 조 및 제 2 조는 특히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이른바 마르텐스 조항 

(Martens Clause)의 삽입을 통해 법규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인도적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129  

 이어서 20세기 초반에는 무력충돌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한 집단적인 

살해 행위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계기가 된 것은 

 
129 “Until a more complete code of the laws of war has been issue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deem it expedient to declare that, in cases not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dopted by them, the 

inhabitants and the belligere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the rule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nations, as they result from the usages established among civilized peoples, from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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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부터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오토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이다. 영국, 프랑스 및 러시아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5년 5월 

24일에 오토만 제국이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인도주의 및 문명에 

반하는 범죄로서 처벌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130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9년에 예비평화회의 (Preliminary Peace 

Conference)의 전체회의에서 설치된 “전쟁책임 및 형법집행을 위한 위원회”는 

독일, 터키, 그리고 불가리아 등 주축국들이 그들의 점령하에 있던 소수 민족에 

대하여 저지른 집단 학살을 ‘인도에 관한 법 (laws of humanity)’ 으로 다스려야 

하며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기존의 전쟁법, 전쟁 관습법 및 기초적인 

인륜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131 이처럼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구별하여 사용한 이유는 전쟁범죄는 전시에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 행한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132 즉, 반인도 

범죄는 인도에 극도로 반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133 동 

위원회가 도출한 32개의 범죄 목록에는 살해 및 학살과 체계적 공포조성, 인질의 

살인, 민간인의 고문, 민간인의 고의적 굶주림, 강간, 강제 매춘 목적의 납치, 

민간인 추방 등이 포함되었다.134 

 이상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20세기 전반부까지는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행위가 

 
130 Geoffrey Robertson, Was there an Armenian Genocide? University of St.Thom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4 (2) (2010), p.70 
131 정순철,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 행위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형사정책연구 제 13 권 제 2 호 

(2002), p.273 
132 1919 년 6 월 28 일 베르사유조약 (Treaty of Versailles)은 특히 “국제도덕과 조약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범죄 (supreme offence against international morality and the sanctity of treaties)를 이유로 

독일황제 빌헬름 2 세를 재판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피신한 네덜란드 측에서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구체적인 처벌에는 실패하였다.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849} 
133 정순철, 위 논문 (각주 131), p.273 
134 Commi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of the War and on Enforcement of Penalti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20),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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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은 

성립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노사이드 협약의 소급 적용을 찬성하는 견해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노사이드 협약 이전에는 명백히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제노사이드라는 범죄 유형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오토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학살, 독일의 헤레로-나미비아 학살 등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제노사이드 협약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학계 또는 판례의 입장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협약이 1948년 채택되고 1951년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그 

근거를 크게 1) 제노사이드라는 범죄 유형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존재해왔으며, 2) ‘법적 정의’를 위해서라면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고, 3) 

로마규정과는 달리 명시적인 불소급적용 규정의 부재 를 들고 있다.  

  

1) 제노사이드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 

 

첫번째로, 제노사이드 협약의 전문에서 제노사이드는 이미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므로 사후에 채택된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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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협약은 전문에서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즉 제노사이드가 협약 발효 이전을 포함한 역사의 

모든 시기에서 존재하였기에 협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135 1984년 파리에서 열린 인민법정 

(Permanent People’s Tribunal) 은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며, 제노사이드라는 용어 

자체는 비록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노사이드라는 범죄행위 자체는 협약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다.136 따라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학살 행위는 

제노사이드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며 또한 당시 국제관습법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37 비록 인민법정은 

민간 법정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아르메니아 학살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그 형태와 성격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35 원문은 Having considered the declaration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its resolution 96 (I) dated 11 December 1946 that genocid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contrary to the spirit and aims of the United Nations and condemned by the 

civilized world; recognizing that at all periods of history genocide has inflicted great losses of 

humanity being convinced that in order to liberate mankind from such an odious scour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hereby agree as hereinafter provided 

{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78/volume-78-i-1021-english.pdf} 

136 In the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throughout history, genocide has 

inflicted severe losses on humanity’ and ‘confirm’ in Article 1 that genocide constitutes a crime in 

the law of nations. This confirmation necessarily implies that this crime existed before December 

9, 1948. It is, moreover, generally acknowledged by international legal doctrine of states, which 

reflects the undeniable reality of a collective conscience of states. It is of little consequence tha 

the term ‘genocide’ itself was only recently coined. {https://www.armenian-

genocide.org/Affirmation.66/current_category.5/affirmation_detail.html} 
137 Colin Tatz, Turkish Denial of the Armenian Genocide, Centre for Comparative Genocide 
Studies (1996), p.2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78/volume-78-i-1021-english.pdf
https://www.armenian-genocide.org/Affirmation.66/current_category.5/affirmation_detail.html
https://www.armenian-genocide.org/Affirmation.66/current_category.5/affirmation_deta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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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정의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 

 

나아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범죄와 관련된 조약들이 소급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20년 세브르 조약 

(the Treaty of Sevres)은 “1914년 8월 1일 터키 제국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영토에서 발생한 학살”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였으며,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잔혹한 범죄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138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헌장 또한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소급적 처벌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의 판결은 소급 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중요성이 

있다.139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소급효 문제는 국제법상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번째,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의 규정이 종래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소급적 규정인가의 문제와 두번째, 소급성을 

긍정하는 것이 국제법에서도 금지되는 원칙인가의 문제이다.140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피고들과 일부 학자들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소추는 

합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항변하였는데, 그 근거인 즉 이러한 범죄가 법원의 

헌장에서 새로이 정의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하지 

 
138 Treaty of Peace with Turkey, signed at Sevres, August 10, 1920, UKTS No.11  
139 도쿄 군사재판소는 뉘른베르크의 경우와 상이하게 ‘평화에 대한 죄’는 단죄하였음에도 ‘인도에 

대한 죄’는 독립적인 기소이유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소 내용에 대해 정의보다는 국익을 

우선한 강대국의 비인도적 처사로 인해 정략적 재판이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 군정이 천황을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일본 731 부대의 세균전 및 생체실험을 

한 전범자를 석방한 점, A 급 전범 19 명을 석방시킨 점 등이 있다.  
140 이장희,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논총 

제 25 호 (2009),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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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이다.141 즉, 당시 어떠한 주권국가도 범죄로 보지 않은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및 수행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한 것은 모든 문명국가의 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달리 말해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며 

소급처벌을 야기했다는 점이 가장 큰 법률적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위안부’를 노예로 만들고 강간함에 있어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여 행동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본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142  

 이에 대해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첫번째로, 조약과 서약을 무시하고 이웃 국가를 

공격했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나아가 소급처벌금지라는 기본 원칙은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니라 법적 정의 (justice)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143  

재판 당시에는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명시적인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전한 법에서 정의가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라도 적용되어 불처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44 145 이로부터 1907년 헤이그 육전 법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발전된 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비록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제노사이드 행위 자체로만 

 
141 이장희, 위 논문 (각주 140), p.236 
142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 53 권 제 3 호 

(2008), p.56 
143 이장희, 위 논문 (각주 140), p.236 

144 Weissbrodt, Flzpatrick & Newm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olicy and Process. 

(2001). p.393  

145 불소급 원칙이 문제 되는 유사 사례로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 된 이후, 동독의 군인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인들을 사살하여 기소 된 것이 있다. 피고들은 당시 동독법하 합법이었던 

사살행위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들어 변호했으나, 통일독일법정은 피고의 처벌에 대해 소급효 

금지 원칙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경우 받아들여지는 

국제관습법 위반에 근거하여 기소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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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것이 아니며 침략전쟁을 수행하며 자행한 행위로 연계되어 처벌이 

되었으나, 타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해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가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음을 도출할 수 있다.  

 두번째로, 행위시에 관습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행위시에 조약 

범죄나 국내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관습국제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146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의 하나인 Einsatzgruppen 

사건은 판결문에서 “살인, 고문, 노예제, 그리고 이와 유사한 범죄들은 개별 

국가들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이제는 국가공동체의 규율에 놓이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통제위원회법 제10호 이전에 살인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대량학살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본 사건에서, 

살인과 같이 국내법상 범죄로 존재하는 행위를 국제범죄로 성격을 바꾸어 처벌하는 

것은 단지 범죄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것이므로 소급효 금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이다.147  

 

3) 소급적용금지 규정의 부재  

 

또한, 제노사이드 협약은 그 내용에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48 

어떠한 협약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는데,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이 그 예시이다. 동 규정 제11조는 

 
146 이윤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일감법학 제 38 호 (2017), p.122  
147 이윤제, 위 논문 (각주 146), p.123 8 
148 Vahakn N.Dadrian, The Armenian Genocide as a Dual Problem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St.Thom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4 (2) (201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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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대상은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 및 “당해 국가에 대해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으로 한정함으로써 시간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범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 소급 적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149 경우에 따라 규정이 

자국에 발효되기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관할권 수락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 이전의 행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협약의 반대해석을 통해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제노사이드 협약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1) 소급효 금지에 의한 법적 안정성 

 

비엔나 협약 제28조는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0 나아가 Island of Palams Case 에서 도출된 시제법 원칙을 

명문화한 국가책임법 초안 제13조도 국제 의무의 소급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제노사이드 협약은 발효 이전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나 비엔나 

협약 제28조 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의도에 부합할 경우에만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149 로마규정 제 11 조 시간적 관할권 

1. 재판소는 이 규정의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2. 어느 국가가 이 규정의 발효 후에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해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규정 제 24 조 소급효 금지 

1.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확정판결 전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  
150 Article 28 Non-retroactivity of treaties: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its provisions do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which 

took place or any situation which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with respect to that party.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y 23, 1969, U.N. 

Doc. A/CONF. 39/27 (1969) Art.28 [hereinaft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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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비엔나 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것이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 또한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 시점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된다. 제노사이드, 노예제, 침략 행위의 금지 

등 현 국제법상에서 이른바 강행규범 (jus cogens)으로서 존재하는 행위들은 

과거에는 강행규범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의 소급을 야기한다.151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국가책임 초안 제13조의 “행위의 발생시” 국제의무를 위반해야 한다는 

규정과 대치된다. 즉, 국제법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르메니아 학살에 대해서도 제노사이드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협약 전문에서 제노사이드가 매순간 존재해왔다는 문언을 근거로 아르메니아 

사건 자체에 대해 제노사이드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비엔나 협약이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노사이드로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152 

ICTY 및 ICTR이 관련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이후에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가 국제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으로 확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급적용을 찬성하는 일련의 견해들 중에는 1968년 공소시효 부적용 협약에 

의해 제노사이드와 같은 범죄는 시효가 배척되므로 사건의 발생 시기 및 협약의 

 
151 Marco Roscini, Establishing State Responsibility for Historical Injustic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2014), p.299 
152 Geoffrey Robertson, Was there an Armenian Genocide? University of St.Thom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4 (2) (2010),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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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기와 관계 없이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153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우선, 로마규정과 같이 특정범죄에 대해 장래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조약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후에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다. 시제법의 

원칙과 유사하게, 행위 당시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공소시효배제 협약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협약은 1970년 발효 이후 현재까지 5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물론 개별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국제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관련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 공소시효부적용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이라크에게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자행한 개인들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보냈고, 1993년 

유고슬라비아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쟁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천명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2000년 이집트는 ICC 규정에 서명한 직후 전쟁범죄의 처벌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확립된 원칙이라고 하였다.154 또한, 에티오피아는 헌법에 

인도에 반하는 죄의 공소시효 부적용을 규정하였고, 프랑스는 1964년 형법에 

인도에 반하는 죄의 공소시효 부적용 원칙을 채택하기도 하였다.155 이러한 

 
153 Vahakn N.Dadrian, The Armenian Genocide as a Dual Problem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St.Thom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4 (2) (2010), p.73 
154 이재승, “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일감법학 42 (2019), p.82 
155 “1945 년 8 월 8 일의 국제재판소 헌장에 명시된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반영한 1946 년 

2 월 13 일의 국제연합 결의안에서 정의된 인도에 반하는 죄는 본성상 공소시효가 없다.” {이재승, 위 

논문 (각주 154) 각주 3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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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실행을 받아들여 유엔인권위원회 (UNCHR)은 지난 2005년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의 희생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지침’을 

결의하면서 시효의 배제를 채택하였다.156  

 이러한 국가의 움직임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 관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효 부적용에 의해 협약이 발효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50여개 국가만이 

해당 협약의 당사국이며 국내 입법도 일부 국가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시효의 부적용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 소급 적용의 시간적 한계 

 

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다른 사항은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일 소급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나 관습이 없기 

때문에 100년 전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노사이드가 과거에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노사이드라는 행위가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했던 것과 처벌이 가능했던 것은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156 이은경,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논문 (2020),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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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협약 발효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제노사이드를 국제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쿠바, 파나마, 인도가 제안했던 결의안 드래프트는 1946년 당시 

제노사이드가 국제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회에서 결의안을 제안할 당시 쿠바 측 대표는 제노사이드는 새로운 

범죄가 아니며 과거 세계대전에서 매우 방대한 스케일로 저질러졌다고 밝히며, 

따라서 제노사이드는 국제범죄로서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157 

 

3. 관동대학살에 대한 적용 검토 

 

일반적인 국제법적 견해에 따르면 관동대학살 사건은 불소급적용의 원칙과 

조약법 제28조를 근거로 1948년 협약의 적용은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위 발생 당시의 법을 따라야한다는 시제법의 원칙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이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인도적인 범죄에 처벌과 관련해서는 

불소급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제법 원칙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나카 판사는 

1966년 서남아프리카 사건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시제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 법적 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국제법의 발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158  

 
157 William A. Scabas, 위 논문 (각주 31), p.43 
158 박배근, 위 논문 (각주 114),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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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ICJ에서 판사를 역임하던 Lauterpacht는 시제법의 문제를 국제법에서 

안정과 변화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면서, 법의 기능을 변화와 안정, 그리고 정의와 

안전 사이의 영원한 규범 충돌의 조정문제로 보는 것은 국제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159 만일 국제 법정이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규탄되지 않던 때에 노예무역에 개입함으로써 일어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재판을 

한다면 판정 당시에 존재하는 법에 기해 결정할 권한을 가질 것이라 지적하며, 

전통적 국제법에서 발생한 추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160 

 1978년 제기된 유럽인권재판소의 Tyrer 사건 또한 전통적 규범과 새로이 발전한 

법규범 사이의 선택에 관한 시제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은 살아서 진화하는 협정”으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61 해당 사건에서 Tyrer는 1주일 이상 겪은 

태형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협약 위반을 인정하였다.162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된 사건의 정황 및 

처벌의 본질과 문맥,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처벌보다 모욕이나 

굴욕감의 강도가 높으므로 제3조의 “굴욕적인 (degrading)” 처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163  

 국제법 관계에서 정립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불소급적용의 원칙은 국제법 

질서의 기본 원칙임은 부정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성립한 

국제규범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159 오병선, 위 논문 (각주 125), p. 67 
160 오병선, 위 논문 (각주 125), p. 67 
161 해당 사건은 영국의 맨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방법으로 규정한 회초리로 

때리기에 의한 체벌방법이 유럽인권협약상의 모욕적 처벌방법에 해당하는가의 분쟁이다. 쟁점이 된 

것은 맨섬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체벌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이 발전된 기준을 적용해오는 유럽인권협약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오병선, 위 논문 (각주 125), p. 72} 
162 Tyrer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25 April 1978, Series A, no.26, para.22 
163Ibid., par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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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던 방식으로 취득한 

영토를 현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안정성만 중시할 경우 이후 국제사회가 각종 조약의 

체결 등의 변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국제적인 가치의 실현이 소홀해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국제사회는 변화를 

거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해석 또한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국제법학술원, 이하 IDI)이 

1975년 채택한 “국제공법에서의 시제법 문제 관련 결의 (The Intertemporal 

Problem in Public International Law)” 또한 전문에서 국제법 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원칙의 유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64 

 오늘날 국가에 의한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금지, 제노사이드 

금지 등이 국제관습법상의 규범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UN 헌장의 인권보장 관련 규정, 뉘른베르크 헌장, UN 

총회 결의 제96호 (I), 제노사이드 협약 등의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165  

 그럼에도 1900년대 초반에는 제노사이드라는 특정한 범죄 유형을 금지하는 

관습법 또는 조약이 부재했으며, 비엔나 협약 등 조약에서 명백하게 협약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1923년 발생한 관동대학살 사건에 제노사이드 

 
164 동 결의의 전문은 “Whereas any solution of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field must 

take account of the dual requirement of development and stability…”로 표현하고 있는 바, 

국제법상 시제법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Dr.Maarten Bos, A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Law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North Holland), 1984) pp.296-297 참조. {외교부, 위 책 (각주 

121) 각주 20 재인용} 
165 오승진, 위 논문 (각주 128),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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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1907년 헤이그 협약, 마르텐스 조항 

등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조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2차세계대전 이후 중대한 인권 침해를 범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뉘른베르크 헌장 및 아이히만 판결 등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며 조약의 소급 적용을 하였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과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제노사이드 협약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발생한 사건에만 한정하여 판결을 내렸으므로 

1940년대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제 2 절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검토 

1. 제노사이드에 대한 국가책임  

 

제노사이드의 금지가 국제관습법이자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공통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 (jus cogens)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현재,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시간적 요소는 시제법과 위반 행위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제법에서 위반의 시간적 요소는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성, 제소 가능성, 보상의 방법 등 문제의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166  

 시제법에 관한 문제는 앞서 상세하게 논한 바 있다. 비엔나 협약의 일부 조문이 

입증하듯, 시제법은 특정 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166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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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동 협약 제28조는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 사실 또는 사태에 대해서는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위 당시의 존재하였던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제법의 기본 원칙과 연관된다. ICJ는 Amabatielos 사건167에서 

제28조를 원용하며, “1926년 조약의 제32조에서 당해 조약은 비준과 동시에 

발효한다고 선언하”면서 조약의 소급적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 시제법의 원칙은 국가책임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데,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국가책임에 

있어서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초안 

제13조가 “국가의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 발생시에 그 국가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책임에서의 소급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CIJ는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의 판결에서 조약의 

특별 조문에 근거하여 조약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며, 불소급효 원칙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168 PCIJ는 “협정 

제12조의 본질적 성격은 그 효과가 그 조문이 존재하기 이전의 법적 상황으로까지 

연장된다”고 밝히며, “협정이 발효하기 전 침해에 대해 권리의 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제되는 권리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169 그러면서 “시제법의 원칙을 모든 국제의무에 대해 적용하는 

 
167 본 사건에서 1919 년 7 월 그리스인 조선업자 Nicolas Ambatielos 는 9 척의 증기선을 건조하여 

인도하는 계약을 영국 정부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선박 인도일이 명시되지 않고 

‘합의된 기한 내에 (within time agreed)’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그리스는 계약 협상 과정 

중 양측은 특정 일자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 표현은 합의된 구체적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1926 년에 체결된 그리스-영국 통상항해조약에 의거하여 

당해 조약상의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ICJ Judgement, 

Ambatielos (Greece v. United Kingdom) (1951) 참조. 
168 Ibid., p.245 
169 Ibid.,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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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하나, 위반시에는 발효된 의무에 대한 위반이 아니었던 행위의 결과로서 

초래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였다. 

ILC 초안 제55조 또한 “국제법상의 특별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 원칙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70 즉,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조약의 소급 적용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본래 20세기 이전까지 한 국가가 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취급을 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국내관할권적인 문제로 국제법의 관심사항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오토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 행위가 국제사회에 일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아르메니아 학살 또한 제노사이드 해당 여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된 것은 1940년대이며 최소한의 국제 합의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은 1930년대 이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조선인을 살해할 당시에 

제노사이드 금지라는 관습법 또는 명시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국제법상 수용되고 있는 시제법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바, 1920년대 초반에 제노사이드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존재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동대학살에 대한 일본의 제노사이드 의무 

위반으로부터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170 원문은 Article 55 Lex specialis: These articles do not apply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r the content or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are governed by speci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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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실제 일본의 행위는 반드시 제노사이드라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국제관습법 및 일본 국내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국제법상 외국인의 대우 및 보호는, 이른바 ‘외국인법’ (fremden recht) 

이라고 하여 영역국이 자국에 체재하는 외국인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71 만일 영토국이 상기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국의 국제법상 권리 또한 침해하는 

것이 되었다.172 외국인법의 제도 하에서, 체재국에서의 외국인은 국내법상의 

법인격, 법 앞에서의 평등, 제반의 사적 권리, 생명 및 신체의 자유, 인격권, 국내 

재판 절차에 의한 구제, 형사재판의 보장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조선인을 살해한 행위는 당시 일본에 

적용되던 일본 형법 제199조173에 의해 살인 등의 죄에 해당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사인의 불법행위를 영역국이 ‘상당한 

주의’를 통해 방지하지 않거나,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국가에 책임이 귀속된다.174  

이는 즉, 일본 정부가 조선인 살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및 자경단에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미미하게 처벌을 한 행위는 

 
171 藤田久一『国際法講義』(東京大学出版会, 1994), p.102 
172 藤田久一, 위 책 (각주 171), p.102 
173 원문은 第百九十九条（殺人）人を殺したものは、死刑または無期もしく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 

제 199 조 (살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아니면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필자 역) 
174 藤田久一, 위 책 (각주 171),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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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민간인이 관헌 및 군대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살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일본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 또는 자국민이 행한 침해행위에 

적용되는 “대위책임” 이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175  

 

제 5 장 일본의 국가책임 이행 가능성 

 

제 1 절 국가책임의 추궁  

1. 국가책임법상 청구권의 상실 

 

국가책임법상 피해국은 유책국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권리는 피해국 스스로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청구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소멸될 수 있다.176  

 ILC 초안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추궁권의 상실 사유 중 하나인 ‘포기 

의사의 표시’는 해당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가진 자의 하자 없는 의사 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포기 의사의 표시에 있어서 착오, 사기 또는 부패의 

결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위협 또는 강박을 받은 결과로서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사유로는 피해국이 청구권 행사를 지체함으로써 그 권리의 소멸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즉, 피해국이 의무 위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5 도시환, “한일협정 50 년사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 p. 276 
176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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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초의 청구가 있은 후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청구권이 소멸되는가의 문제이다.  

ILC는 이러한 청구권의 묵시적 포기와 관련하여 청구권 행사가 지체되는 경우, 

그러부터 피해국의 청구권 소멸의 묵시적 의사가 도출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를 수리하는 것이 피청구국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77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이 크게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국제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며 장기간의 청구 지체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와 동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78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학계와 판례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계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학설의 견해 

 

 국제법에 있어서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동안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국가는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79  

 반면, 국제법에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시효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판관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177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9  
178 김석현, 위 책 (각주 93), 482 
179 전자의 입장은 Grotius, Pufendorf, Vattel, Wheaton, Politis Verdross 이며 후자는 Rivier, 

Fauchille 등이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입장에 대한 상세는 Rousseau, Droit International, V, 

p.179 참조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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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편의, 피청구국의 재정 곤란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청구의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청구의 지체는 반드시 권리 포기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180  

 

2) 판례의 견해 

 

 국제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던 경우는 1) 위법행위 발생 후 손해배상 

청구 없이 장기간이 경과 또는 2) 최초의 청구 후 손해배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다.  

 우선, 피해국이 유책국에 대해 청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입장이 우세하면서도,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기보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소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2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간의 분쟁을 다룬 Sarropoulos Case에서는 불가리아 

내의 폭동에 의해 그리스인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불가리아가 폭동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문제되었다.181 그리스는 

1906년 외교문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은 하였으나 별도의 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으며, 15년이 경과한 1921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중재법정은 “모든 

법체계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시효는 국제법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리스의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182  

그러나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2년 

Nauru 인산염토 사건에서 ICJ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해당 재판신청이 수리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180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3 
181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5 
182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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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Getini Case 의 중재결정도 마찬가지로 “시효를 구성하는 햇수는 각기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였다.183  

 반면, 피해국이 유책국에 청구를 제기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는 다소 견해가 다르다. 대부분의 중재 판례들은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에 배상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예컨대 1903년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 간 제기된 Tagliaferro Case 는, 1872년 이탈리아 국적의 

청구인이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징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건 발생 31년 후에 제기되었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184 청구인이 

구금 직후에 제기한 사법당국 청원과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호소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줄곧 문제의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보았다.185  

  

3) 검토  

 

요컨대, 피해국이 위법행위가 발생한 후에도 장기간 유책국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이후에 국제 

법정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반면, 우선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경과만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아르메니아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책임 측면에서도 관동대학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사건 모두 1910년대와 1920년대라는 유사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나, 아르메니아는 그간 국제사회를 통해 제노사이드의 인정과 함께 

 
183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6 
184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8 
185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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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과와 재산, 문화재의 반환 및 보상 등을 터키 정부에 요구해왔다.186  

또한, 현재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23개국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아르메니아인 학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187  

반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과 달리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언급해오지 않았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각종 시민단체 및 연구자들은 조선인 학살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왔다.188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23년 상해 임시정부의 항의 공문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책임을 

추궁해오지 않음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89 

필자는 이하 제2절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번째, 그간 청구권의 주장이 있었는지, 두번째,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이 

되었는지와 강행규범의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해가고자 한다.  

 

2. 청구권의 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검토 

 

 
186 터키는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노사이드를 성립한다는 점은 

부인해왔으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사건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187 한국일보,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 100 주년…끊나지 않는 진실공방” (2015.11.2)  
188 2006 년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나아가 2014 년 19 대 국회 여야 

103 명은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에서 일부 조사에 도움을 주었으나 2015 년 말 해산되었다고 한다. {시사저널, “역사에서 

잊힌 일본의 만행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2017.08.28)} 
189 반면 북한은 과거 2003 년 북일 국교회복을 위해 일본인 피랍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사 사죄와 보상 없이는 수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이 보상을 요구한 피해사항에 관동대진재으로 희생된 조선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사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헌법상 한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반국가단체이고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의 

청구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71 - 

 1923년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일본 당국과 조선총독부에서 강력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요구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한 결과, 일본 관헌과 군대, 

자경단이 저지른 학살의 진실은 규명되지 못했으며 피살된 조선인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3년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야마모토 곤노효 (山本権兵衛) 앞으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학살 가해자의 엄중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행위를 과연 현재 한국 

정부가 청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 동일성 및 계속성 판단의 

문제와 직결된다.19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법상 

전통적인 망명정부의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흠결을 지닌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소재지 국가인 

중국의 호법정부와 국민당정부의 승인,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비망록에 대한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의 공식 회답 등 국제사회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191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법통을 계승하여 1897년부터 1910년 존속했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동일성을 증명한다고 본다.192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현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견해를 취할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이미 청구가 있은 후 

 
190 다만 본고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 및 계속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점을 고찰하지는 않겠다. 

관련 논문은 김태원,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64(2) (2019); 오시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적지위 판단기준의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64 (3) (2019) 참조 
191 김태원, 위 논문 (각주 190), p.73 
192 김태원, 위 논문 (각주 19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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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므로 청구권이 소멸될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을 택할 경우, 일본 정부에 대해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정부의 청구권이 소멸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국이 위법행위 발생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하한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국제법정에서 그 청구를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각한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는 없으나, 학설에서 정책적 편의, 피청구국의 재정곤란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동대학살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자료의 부재 및 

정치적 관계의 복잡성 또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동대학살이 일본에서 발생하였으며 관련 자료조차도 일본 측에서 계속적으로 

은폐해온 행위는 한국 정부가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국에게 불이익 내지 피해”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지체된 청구가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193 일본 정부는 한국이 

향후 제기할 청구가 지체되었음에도 수리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은 청구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으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3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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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논의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0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하, 청구권협정) 은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무상으로 3억불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공여하고, 이어서 제2조에서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4 그런데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3.1 

운동 및 관동대진재 피해자의 청구권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1969년 채택된 비엔나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동 조항은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 당사국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5 즉, 해석의 

일반규칙으로서 문언 해석, 문맥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조약의 

규범적 타당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해석 과정에서 찾아야 할 의사는 

조약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의사라는 것이다.196 이들 조항은 조약 해석 원칙에 

 
19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005.08.24  
195 제 31 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196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p.229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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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관습법을 명문화한 것이므로, 비엔나 협약 발효 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당 협정의 대상으로서 논의가 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965년 청구권협정 명문은 제2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한일 양국간, 

국민과 국가간, 국민간의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197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198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체결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197 제 4 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 2 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 2 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b) 일본은 제 2 조와 제 3 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 자산에 대해, 미군정의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c)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본이 소유한 해저 케이블은 균등하게 분할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측 터미널과 그에 접하는 절반의 케이블을 갖고, 분리된 지역은 나머지 케이블과 

터미널 시설을 갖는다.  

198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년 8 월 15 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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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I) 

(이하, 합의의사록)』은 제2조 (a) 항에서 “재산, 권리 및 이익”을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국이 양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199 이어서 제2조 (g)항에서는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8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라는 항목에는 유상증자를 비롯하여 1)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2)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3)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청구 은급 관계, 4)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200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에 기한 

청구권과 이상의 8개 항목 등은 한일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에 해당된다.  

 청구권협정과 경제협력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1) 관동대진재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였는지, 2) 제2조 (g)항의 8개 항목에서 반인륜적인 범죄, 특히 

본고의 논의 대상인 관동대진재 당시의 학살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201 만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상 해당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떤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청구권”에 해당된다면 

더 이상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된다.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99 강병근, “1965 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p.20 
200 김창록,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법학논고 49 (2015), p.797 
201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논의는 주진열,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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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동대진재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대일강화회담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여 일본에 

제기한 대일배상요구조서는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확정채권 (제2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 (제3부), 그리고 

일제가 강제공출 등의 형태로 저가 수탈해감으로써 발생한 손해 (제4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2 특히 제3부의 내용으로부터 한국의 일본 측에 대한 

배상요구에는 특히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약 120억 엔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전쟁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3 

그러나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은 각각 1937년 및 1942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진재 사건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대일배상요구조서는 1952년 2월 설치된 재산청구권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시된 “한일간 재산청구권 협정요강”204과 비교하였을 때 내용면에서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다.205 당초에 대일배상요구조서가 전쟁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함으로써 식민지배로 

인한 재산관계의 청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으나 관동대진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대일 협상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승만 정부는 

 
202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작성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호, 대일배상요구조서 해제, 

한일민족문제연구 참조 
203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 54 권 제 3 호 (2013), p. 341 
204 이근관, 위 논문 (각주 203), p. 341 
205 이근관, 위 논문 (각주 203),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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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52년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관동대진재 피해자 명부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전국 면 단위별로 일제에 의한 

피해 사례들을 조사해 내무부가 취합한 것으로 파악됐다.206 그러나 이는 회담에서 

배상의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민관공동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서를 공개하며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피해 중 

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와 같은 3가지 경우는 일본에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외의 청구권은 모두 협정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7  

요컨대, 관동대진재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회담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청구권협정의 예외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는 “청구권”과 “8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 이어진다.  

  

2) 청구권협정 및 경제협력협정상 청구권에 관동대진재 피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합의의사록은 청구권협정의 해설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권협정의 대상은 8개 요강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규정의 “포함한다”는 문구를 통해 8개 

요강은 청구권협정의 대상들의 관한 예시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6 한국경제, 주일대사관서 대일항쟁, 징용, 학살 명부 무더기 발견, 2013.11.17  
207 국무조정실,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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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및 “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이다. 8개 요강 중 지금, 지은의 반환청구, 일본정부의 

채무 변제, 금품 반환 등의 항목은 관동대진재로 인한 인적 피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일관된 견해가 

없으며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와 “징용”과 “강제동원”이 별개의 개념이므로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208 “징용”과 “강제동원”은 1939년 제정된 일본의 

국민징용령의 적법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느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1923년 관동대진재 피해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국제인권법과 소멸시효 

 

나아가 한일기본조약 제4조는 양 체약국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UN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고,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UN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09 UN헌장은 제1조 3항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검토해온 바와 같이, 살해 피해자들의 손해는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208 전자의 견해는 이근관 p.158, 박배근 p.53, 후자의 견해는 강병근, 김창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09 제 4 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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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UN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요약  

 

요컨대,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권리들은 모두 부채의 해결을 포함하여 

재산의 처리 및 양국간의 상업관계의 규율에 관한 것에 불과하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불은 국가로서 갖는 경제적 청구권과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국제의무 

위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국가 및 개인의 권리 침해는 해결된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피해와 관련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관동대진재에 

관한 피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학살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 일본 정부도 국가 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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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무를 위반한 유책국에 대해 피해국이 청구를 추궁한다는 것은 청구를 

제기 혹은 제출하거나 국제재판소에서 소송을 개시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공식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국은 자신의 청구를 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특히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의무위반국이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위와 무슨 형식의 손해배상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할 수 있다고 한다.210  

이러한 국가책임의 원용은 ‘외교적 보호권 (diplomatic protection)’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간접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 침해를 자국이 입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국에게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함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느 국가가 언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일반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청구가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1) 청구국적 (nationality of claims), 2) 국내적 

구제수단의 완료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11 이는 즉, 청구가 청구국적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제기되지 않거나 청구가 

국내적 구제수단의 완료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국제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권리를 가짐에 

불과하고 제기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므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는 완전히 

재량권을 가진다.212 ILC 외교보호 초안 제2조도 “국가는 외교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함에 그친다. 그러나 동 초안 제19조는 “관행의 권고” 

 
210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21 
211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21 
212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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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 하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외교보호의 행사를 응당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할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의 일정 의무가 있다는 

최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213 

  청구국이 피해자인 국민의 손해를 통하여 스스로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국적’이라는 유대는 분명히 가해국의 국제법 위반 시에 존재해야만 한다. 

‘국적계속의 원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위법행위 시점과 최소한 청구제기 

시점 사이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양도되거나 

피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교적 보호가 제기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214 피해자의 국적 변경은 사망으로 인한 청구권의 상속, 외국인 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 혼인, 인지, 입양 그리고 국가상속에 의한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적 구제수단의 완료 원칙은 국가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가해국의 법에 따른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를 완료한 개인에 대해서만 외교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215 이 원칙은 문제가 되는 위법행위가 피청구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피청구국의 법을 통해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절차가 

부재하거나, 국내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배제된다. ICJ는 Interhandel Case216 에서 이 

 
213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34 

214 다만 개인적 청구가 단지 강력한 외교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대국의 국민으로 양도되거나 

강대국으로의 국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적계속의 원칙’은 청구국의 외교적 보호에 대한 강력한 

항변 사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215 김부찬, “국제관습법상 외교적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2 (2001), p.16 
216 제 2 차 대전중 미국은 자국내 GAF 사가 적국인 독일 회사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적통상법에 근거하여 그 주식 대부분을 강제관리 하에 두었다. 스위스는 미국의 참전 이전에 

GAF 사와 독일 회사와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후 Interhandel 이라는 스위스 회사가 GAF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ICJ 는 스위스가 1948 년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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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확립된 국제관습법규”로, Elettronica Sicula S.p.A 사건217에서는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한 바 있다.218 동 원칙의 목적은 국가주권을 

존중하여 가해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적 절차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국가간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구제수단에는 국내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의 전체계이므로, 통상적인 재판소 

뿐만 아니라 행정구제수단,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다.219 

만일 외국인이 위법행위가 발생한 후 시한 내에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차상급기관에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한 절차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를 

위한 배상청구는 국제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되지 못한다.220 또한, 여러 개의 

가능한 상소절차를 모두 다 밟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국내구제수단이 존재하고 이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완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칙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ILC는 그 기준으로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국내구제수단이 없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221 구체적 사유로는 1) 

상급재판소가 법률심이어서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재조사할 권한이 없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내구제수단이 충분하거나 또는 적절한 

배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법규정상 재판소가 외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미국에서 국내적 구제를 다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여 스위스의 제소를 수락하지 

않았다.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474]  
217 Elettronica Sicula S.p.A (ELSI). U.S.A v. Italy, 1989 ICJ Reports 15, para.50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472 각주 63 재인용} 
218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51  
219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57 
220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 757  
221 ILC 외교보호초안 제 15 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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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밖에 없거나 기존의 확립된 판례로 인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222  

자국민의 피해를 이유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이 국제위법행위를 통해 피해를 가한 점은 명백하므로, 가해국이 

국제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된다.  

 둘째, 피해국과 피해자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피해국의 국내문제이므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피해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시점까지도 

피해국의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보호 초안 제4조에서 외교보호의 

목적상 자연인의 국적국가를 “출생, 혈통, 귀화, 국가승계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취득한 국적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즉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비자발적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223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적을 가졌던 국민들은 일본 국적으로 변경이 되었다.224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에 

청구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국적계속 원칙에 위배되어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일병합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으로의 

 
222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60 
223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37  
224 한일병합조약에는 국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본 정부는 동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이 

그 대인주권, 즉 한국 국민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으로써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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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은 당연한 것이 된다. 한국에서 1948년 공포 및 시행된 국적법은 

한일병합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자국민으로 확정하고 있다.225  

 마지막으로, 국내구제수단 완료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국 현지의 

이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전부 이행한 이후에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이 가해국의 국내법상 구제수단을 전부 밟지 않았음에도 

그의 국적국이 국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허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재판소의 관할권 흠결을 주장함으로써 사건 심리를 봉쇄할 수 있다.226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사망함으로써 그들이 직접적으로 일본 

현지에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 또는 그들의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상 구제 절차를 완료했음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구제수단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23 한일재일 시민연대”,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国家責任を問う会)”과 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도해오며, 일본의 과거사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여 왔다. 특히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은 매년 일본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 

인정 여부를 정부에 질의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도쿄 내 추도비 철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추도사를 보내지 않는 도쿄지사의 언행에 대해 질타해왔다.227 그러나 

 
225 해방 후인 1948 년 5 월 11 일 한국에서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는 제 1 조에서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5 조에서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 호적을 취득한 자로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 호적을 이탈한 자는 1945 년 8 월 9 일 이전에 조선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다. {김경득, “재일동포에 있어서 국적과 지방참정권이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5) p.3 각주 6 재인용} 
226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55 

227 한신매거진,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한일재일 교류현황과 과제”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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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들은 국내 행정적,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구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살해 행위에 가담하였던 일부 자경단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법정 쟁점과 관련하여 이미 최고 법원에 의해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소 자체가 유효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일본 정부는 학살 사건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재판소가 유족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제방법이 실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구제수단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바, 피해자 및 유족들 등 청구권을 가지는 자들은 

일본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밟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아직 

전부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목적이 국가주권을 존중하여 가해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국내구제수단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권을 갖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일본 법원 및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것이 요구된다.   

 

제 2 절 국가책임의 이행 방법  

1. 국가책임법상 일반 원칙 

  

국가책임법 초안 제30조에 의하면,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우선 유책국은 

의무 위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에 관한 적절한 확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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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해야 한다.228 또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여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그러나 의무위반국은 중지 또는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의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229  

 1928년 독일과 폴란드 간 발생한 Chorzow Factory 사건에서 PCIJ는 “ 국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자 법의 

일반 원칙”임을 판시한 바 있다.230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금전배상 또는 만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1차 규범의 내용, 피해의 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정된다.  

 

1) 원상회복 

 

가장 기본적인 배상 유형인 원상회복은 위반된 1차 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231 원상회복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위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의 수립 혹은 

재수립”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ILC는 이를 배척하였다.232  

 
228 제 30 조 (중지 및 재발방지):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할 것 2.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방지에 대한 적절한 확약과 

보장 
229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11 
230 “It i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and even a general conception of law, that any breach of 

an engagement involves an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Lynn Berat, Genocide: The Namibian 

Case against Germany, 5 Pace International Review 165 (1993), p.207} 
231 제 35 조 (원상회복)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다음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원상회복의 의무, 즉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복구시킬 의무를 진다. 1.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2.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에 따른 이익에 비해 원상회복이 크게 

불균형한 부담 (a burden out of all proportion)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32 ILC 초안 제 35 조에 대한 주석 (2) The concept of restitution is not uniformly defined. 

According to one definition, restitution consists in reestablishing the status quo ante, i.e. the 

situation that existed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wrongful act. Under another definition, 

restitution is the establishment or reestablishment of the situation that would have existed if the 

wrongful act had not been committed. [중략] The latter definition absorbs into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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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환되어야 할 재산이 파괴되는 등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원상회복의 실시가 금전배상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 금전배상 

   

원상회복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초안 제36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금전배상이 이루어진다.233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를 진다.234 실제 

원상회복은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상회복 대신 금전배상이 지급되거나 

원상회복에 수반되므로, 금전배상은 원상회복에 부차적인 손해배상 방식이라 할 수 

있다.235  

금전배상은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사인에게 가해진 정신적 손해 및 국가가 받은 비물적 손해도 금전배상의 대상의 

포함될 수 있다.236 이에 대해 독일과 미국간의 Lusitania Case (1923) 중재 결정은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제법은 정신적 고통, 감정적 피해, 모욕, 

 
restitution other elements of full reparation and tends to conflate restitution as a form of 

reparation and the underlying obligation of reparation itself. Article 35 adopts the narrower 

definition which has the advantage of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a factual situation and of not 

requiring a hypothetical inquiry into what the situation would have been if the wrongful act had 

not been committed. Restitution in this narrow sense may of course have to be completed by 

compensation in order to ensure full reparation for the damage caused, as article 36 makes clear.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14 각주 211 재인용} 
233 제 36 조 (금전배상) 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할 의무를 진다. 2. 금전배상은 확정된 범위 

내에서의 일실이익을 포함해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괄한다.  
234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14 
235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14 
236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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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명예훼손, 사회적 지위의 훼손, 신용 및 평판의 훼손에 대해 금전배상을 

인정해왔다”고 밝혔다.237 아울러 Rainbow Warrior Case 는 국가에 대해 가해진 

비물적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중재법정은 

“여하한 물적 피해 없이 심각한 정신적, 법적 손해를 발생시킨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금전배상의 지불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피해의 재산적 가치는 손실된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근거로 하여 산정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감정적 타격, 사회적 지위의 손상, 신용에 대한 피해, 

생명의 손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비물질적 피해는 

개략적 추산에 의해 산정된다.238 ILC는 초안 제36조에 대한 주석에서 금전배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가치는 침해 시가 아니라 배상지불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외국인데 대한 침해로 인해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가해국의 주의의무 결여의 정도 또는 그 종류가 아니라 당해 외국인이 입은 손해의 

정도라는 것을 밝혔다.239  

 

3) 만족 (satisfaction)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도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피해국에 대해 만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240 ILC는 초안 

제37조에서 만족은 “위반사실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또는 기타 적절한 

 
237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381 
238 정인섭, 위 책 (각주 41), p.433 
239 ILC 초안 제 36 조에 대한 주석 (1), (16),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14 
240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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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1 금전배상 또한 피해국의 

실질적 피해를 완전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만족과 같은 선언적 구제방법은 문제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검토 

 

이상에서 일본 정부가 1923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검토해왔다. 뉘른베르크 판결 및 아이히만 판결이 행해졌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현재 조선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생존하고 있지 않아 그들에 대해 

개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제법상 성립된 국가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본 바, 일본은 자국의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은 자경단이 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단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41 이 밖에도 징계 혹은 형사 절차의 개시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국제재판소가 분쟁 당사국 일방의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이 그 자체로 적절한 만족 내지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구성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재재판소의 만족은 “책임 있는 국가”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37조의 

만족과는 별개의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검토한 Bosnian Genocide Case (2007) 

사례에서도 ICJ는 동 재판소에 의한 판결이 가장 적합한 배상 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 분쟁을 다룬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2010) 

또한 우루과이가 공장의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아르헨티나에 통고하고 협의해야 할 조약상의 절차적 

의무 위반을 확인하는 ICJ의 판결을 통해 만족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정인섭,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16) p.406]   



 - 90 -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려 놓는 원상회복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0년 가까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 약 

7천 명에 이르는 생명이 손실되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신 금전배상 또는 

만족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Lusitania Case 에서 제시된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은 1) 사망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에게 필시 제공하였을 금전의 액수, 2) 사망자가 

청구인에게 부여하였을 보호, 교육 또는 감독 등에 있어서의 인적 역무의 금전적 

가치, 3)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이 현재 받고 있는 바와 같은 급작스런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 내지 충격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이다.242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액수는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일 사건에 

의해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국적국과 가해국이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배상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243 피해자의 국적국은 이러한 ‘일괄처리 협정 (lump sum 

agreement)’를 채택할 경우에는 가해국에게 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공지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청구를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게 하고, 각 

청구를 관련 증거에 의해 심사한 후 이들 청구의 전체 액수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국가는 피청구국과의 협상을 통해 청구를 총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의 

총액에 합의를 하게 된다.244 

나아가 일본의 행위로 인해 한국은 자국민의 손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가하여졌다고 판단하는 바, 한국은 자국에 대한 배상 방법으로서 일본에게 만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지진 당시 사건을 은폐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242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399 
243 김대순, 위 책 (각주 47), p.400  
244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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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에서 조선인 살해 사건을 부정해온 것은 한국의 명예, 존엄 및 위신에 

있어서 비물적 손해를 야기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LC 초안 제37조 2항은 

만족의 방법으로서 1) 위반 사실의 인정, 2) 유감 표명 및 사과 3) 기타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감 표명과 사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일하나 만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245 사과가 손해배상의 한 방법으로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유감 표명은 법적 효과 없는 예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246 필자는 물론 유감 

표명과 사과는 본질적으로 책임국이 자국의 과오를 반성하고 향후 국제사회내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나, 

수천 명에 이르는 피살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은폐해 온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의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사죄가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즉, 일본은 만족의 방법으로서 1923년 조선인을 

살해했던 자국 국가기관과 민간인의 행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부정해온 것에 대한 사죄를 하는 방법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동대학살의 희생자 뿐만 아니라 그의 유족들 또한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배상의 방법과 금전배상의 금액 

등의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일본과 배상에 관한 제반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북한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45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37  
246 김석현, 위 책 (각주 93),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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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조선인 살해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일본에게 추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제노사이드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일본 정부에 영토내 

외국인에 대해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성립하는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책임이 성립이 될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소멸 

여부와 행사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관동대학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까지 소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이 타당할 듯 하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손해 발생시와 청구 

제기시에 일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적 구제수단을 완료해야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을 때,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피해자들 및 그의 유족들은 공식적으로 

일본 국내 행정,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국내 

구제가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약 100년 전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인 관동대학살이 과연 

제노사이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현재 일본이 

국가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제2장에서는 관동대지진 

발생 이후 학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지진이라는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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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삼아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관헌과 민중에게 깊게 침투됨으로써 살해에 

가담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제노사이드 협약이 소급 적용이 되었다면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이 유언비어를 통해 조선인에 대한 증오로 발전하고, 이는 결국 살해 행위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경찰, 자경단의 행위를 막고자 

하지 않았음으로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살해를 하였던 군대 및 경찰이나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자경단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던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일부 

자경단원들에 대해 미미한 형벌을 내린 행위는 제노사이드를 범한 자를 처벌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는 협약의 성격상 국가는 그 자체로 제노사이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될 수는 없다. 국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 7천 여 명이 희생당한 해당 사건은 제노사이드 협약이 채택된 194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합의가 1900년대 초반에는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반인도적이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채택할 경우에는 

비록 협약 채택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이 

발전해 온 사실에 의거하여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가 국제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처벌이 가능하게 된 시점은 

적어도 1940년대부터이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시제법과 불소급적용의 

원칙에 따라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국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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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지되어 왔을 것과 국내적 구제수단을 전부 시도하였음이 요구되는데, 

관동대학살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현재까지 일본내 행정적, 사법적 구제수단을 

전부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내에서 소송 등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청구권을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는가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 대해 상해 임시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를 제기하였던 사실을 현재 한국의 정부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 및 계속성과 관련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게 된다. 임시정부가 항의를 제기한 행위를 적절한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놓여진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일괄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그간 일본에서 

학살 사건을 부정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해온 사실은 한국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극히 적으며 또한 

희생자 명단은 2010년 초반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행사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와 논리 구성에 장애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장기간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책임법상 초안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을 일본에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즉, 금전배상, 만족의 일방 또는 양자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제노사이드라는 틀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조선인을 살해한 행위는 당시 

자국 영토내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와 일본 국내법의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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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일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국제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관동대학살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가책임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향후에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다.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학살 은폐 행위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타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집중해 온 

과거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0년 가까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13년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와 더불어 2016년 도쿄 지진 희생자 위령시설에서 

관동대진재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이 포함된 사망자 명부가 발견이 

되었다. 이는 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법적 평가에 있어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문제이며,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기존에 한계가 있던 진상 규명 범위를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두번째로, 철저한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일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더욱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생존해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필요 

조건들을 통지함과 동시에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주권면제의 논리를 전개하며 책임을 부정해온 바, 

관동대진재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적 논리를 통해 방어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더욱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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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리를 재정리하자면, 1) 관동대학살은 제노사이드의 행태를 띠고는 

있으나, 2)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 

제노사이드가 아닌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4) 

그러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청구권은 현 시점에서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요건은 아직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과거에 

발생하였음에도 다른 한일간 역사 문제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임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관동대학살 또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사건이며 이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접근법보다 철저한 국제법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계속 발전하는 국제법의 시대적 흐름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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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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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address the issue of whether Japan is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of Koreans commit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itizens at 

Kanto region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which is also known as 

the Kanto Massacre. Such event holds great significance since it is also relatable 

to the case of genocide, which is prohibited in international law as jus cogens.  

 

The Kanto massacre, which had taken advantage of the post-quake confusion, 

eventually caused approximately 7,000 Koreans be killed. The thesis firstly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anto Massacre 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to commit genocide to prove the occurrence of genocide and the 

state responsibility. If the articles of the Genocide Convention can be 

retroactively applied, Japan would be responsible of breaching obligations to 

prevent genocide and punish those who committed genocide under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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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by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that 

can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Moreo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Genocide Convention was adopted in 

1948,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ogic of the Convention can be applied to the 

Kanto massacre from the viewpoint of temporal law. Although it is true that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Nuremberg trials and the Armenian 

massacre,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temporal law, the Kanto massacre 

cannot consist genocide.  

 

Another legal issue to be examined when addressing the Kanto Massacre is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like the cases 

of comfort women and Dokdo Isl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raised an 

issue about the massacre to Japan; such omission can possibly lead to the loss of 

the right to invoke state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Nonetheless,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laim is still remaining, under the international law where no 

consistent view about loss of the right to invoke responsibility exists, the two 

conditions must be fulfilled in order to successfully conduct diplomatic protection 

for the victims. 

 

Keywords : Kanto Massacre, Genocide, State responsibility, Diplomatic 

protection,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Student Number : 2018-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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