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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유엔 자산동결은 1990년대 후반 표적 제재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자산동결을 통하여, 제재대상자가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엔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현황과 한국 자산동결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각각을 평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와 세계은행 제재를 비교한 내용이나 자산동결

이행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내용 등을 활용하였다. 멜라트은행 사건 등

자산동결과 관련된 사건도 분석하였다.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유엔

에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이 저해되고 있다. 유엔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모호하여,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동결을 회피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 투명성이 부족

하다. 일반 대중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만 알 수 있다. 유엔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도 공개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유엔은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자산동결을 직접 통지하지 않고

있다. 지정취소 신청의 결과는 사실상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유엔은 이러한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유엔은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를 채택하고, 자산동결 회피 사례를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유엔은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유엔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자산동결을 직접 통지해야 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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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이 방해되고 있다. 한국이 자산동결을 이행할

때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에 따라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원화계좌를 통해 자산동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산동결을

이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지정취소 규정이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도 미흡하게 보장되어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외국환거래법 체제’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로 이분화되어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는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 합치성을 떨어뜨리고, 용어와 절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이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개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주요 조치별 입법을 한 것으로,

기존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인 기존의 법령 활용, 특별법의 제정, 수권법률의

제정과 차별화된다. 새로운 법률은 자산동결의 범위, 면제, 지정, 지정취소,

절차적 권리 등의 쟁점을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엔은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 관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이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을 개선하려는 논의를 촉발하고, 이행 제도를

개선하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자산동결, 유엔 제재, 이행, 금융제재, 세계은행 제재,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효과적인 이행, 적법절차, 투명성, 멜라트

은행 사건

학 번 : 2016-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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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표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공중 등 협박 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규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유엔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재산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유엔 자산동결 체제는 기존 제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

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1968년에 남 로데지아에 대해 처음 유엔 비군사적

제재를 취한 이래로 1998년에 표적 제재가 등장하기 전까지 포괄적 제재를

활용하였다.1) 특히 유엔 이라크 제재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 포괄적

제재로 부과되었다.2) 이러한 제재는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정부 반대세력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약 100,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그 시기 이라크에서 사망하였다.3) 표적제재 형태의 자산동결은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구상되었다. 유엔은 국내에서 자산동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미국의 경험 등을 차용하였다.4) 표적제재 형태인 유엔

자산동결은 1998년에 앙골라 완전 독립민족동맹(UNITA)을 상대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5) 스위스 정부는 1998년부터 유엔 금융제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라켄 프로세스(Interlaken Process)를 진행하였고, 2001년에

표적 금융제재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제기구 직원, 금융인,

법학자, 외교관, 정치인 등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모여서, 유엔 자산동결에

관한 관련 논의를 발전시켰다.6)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는 실제로 이행되는

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53(1968)’ UN Doc. S/RES/253(1968).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3)  Matthew Happold, “Targeted Sanctions and Human Rights”, in Matthew Happold 

and Paul Eden (ed.),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2016), p.88; Sievers and Daws, The 
Procedure of the UN Security Council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520.

4) Enrico Carisch et al., The Evolution of UN Sanctions (Springer, 2017), p.63.
영국과 미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도 및 실행은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173(1998)’ UN Doc. S/RES/1173(1998), 
para.11.

6) The Swiss Confederation et al.,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 Manua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2001), pp.ⅸ-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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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① 자산동결 대상자를 잘못 지정하거나, ② 자산동결 대상자가

지정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③ 특정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 지정

의 적법절차가 특히 보장되지 않는 등의 난관에 직면하였다. 유엔은 이러

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산동결의 이행을 발전시켰다. 먼저 스웨덴

국민 Abdi Abdulaziz Ali와 Abdirisak Aden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11일에 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해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7)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민을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다.8)

탈레반 제재위원회는 2002년 11월 7일에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지정취소 절차를 도입하였다.9) 2명의 스웨덴 국민은 2002년 8월 26일에

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지정취소 절차를 통해 구제되었다.10)

다음으로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는 원래 소속 국가의 도움 없이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없었다.11) 유엔은 2006년 12월 19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1730호(2006)를 통해 자산동결 대상자가 직접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를 위한 담당자제도’를 도입했다.12) 또한 알카에다·탈레반

7) ‘Security Council Committee Concerning Afghanistan Issues Further Addendum’, 
  UN Doc. SC/7206 (11 September 2001). 
8) Per Cramer, “Recent Swedish Experiences with Targeted UN Sanctions: The 

Erosion of Trust in the Security Council”, Erika De Wet and Andre 
Nollkaemper (ed.), Review of the Security Council by Member States 
(Intersentia, 2003), pp.91-93. 

9)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267 (1999),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2). 

10) ‘1267 Committee Approves Deletion of Three Individuals and Three Entities 
from Its List’, UN Doc. SC/7490 (27 August 2002).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정 절차에서 지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한 서술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꾸었다.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3),  Peter Gutherie,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NYU Annual Survey of American Law (2003-04), p.512.

11) Larissa Van Den Herik, “The Security Council's Targeted Sanctions Regimes:
  In Need of Better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0, No.4 (2007), p.805.
1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0(2006)’ UN Doc. S/RES/1730(2006),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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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체제는 자산동결 지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

았다.13) 유엔은 2009년 12월 17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1904호(2009)를 통해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였다.14) 이 제도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독립적

이고 공정한 인사가 지정취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15)

유엔 자산동결 이행에서 그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 과정에서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가 모호해서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동결 대상자가 유엔 자산동결을 회피하는 등 효과적인 이행이 저해

되고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된 이유가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도 부족하다.16) 유엔이 자산

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17)

한국도 유엔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면서

① 이행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②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거나, ③ 특정 거래에 이행 공백이 있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국은 이러한 도전에 응전해 나가면서,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해

나갔다. 먼저 한국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제도가 처음 1998년에 도입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한국은 기존 법령을 활용

하여 자산동결을 이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유엔 자산동결 이행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인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문제된 것은 한국에서는 유엔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테러리즘

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동결 조치에 관한

13) James Cockayne et al., Fairly Clear Risks: Protecting UN Sanctions'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United 
Nations University, 2018), p.ⅱ.

1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04(2009)’ UN Doc. S/RES/1904(2009), para.20-21.
15)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Ombudsperson’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ombudsperson> (2021.01.09. 최종방문).
16) Devika Hovell, The Power of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21.
17) 유엔은 영주국과 거주국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6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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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697호로

제정된 것)을 제정하여, ‘테러리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였다. 이 법률을

구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0호로

일부개정된 것)로 개정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해서도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로부터 테러리스트 자금동결과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만 제한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18) 이러한 지적을 받고 한국은 2011년 9월 15일에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산 거래’도 제한하게 되었다.19)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도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에 따른 입법

공백이 있고, 원화계좌를 이용한 회피가 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규율이

충분하지 않은 등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정취소 규정이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가 미흡하게 보장되는

등 자산동결의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

행이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이하 ‘외국환거래법 체제’라고 함)과 ‘공중

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과 하위법령’(이하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라고 함)으로 이분화되어서 용어 및 절차의 측면에서

혼란이 생기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유엔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유엔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엔 자산동결은 제재

대상자가 테러행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널리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20) 이러한 자산동결 이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18)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Korea (26 June 
2009), p.54.

19) 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pp.1-3.

20)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p.3-5; Evan J. Criddle, “Humanitarian Financial Interven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2 (2013), pp.5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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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유엔 자산동결은 유럽의 Kadi 사건과 관련

하여 주로 논의되었다.21)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일반적으로 논의한

문헌은 있으나, 자산동결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22) 몇몇 문헌에서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을 대상으로 논의하였으나, 자산동결 이행을 유엔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모두 검토하지는 않았다.23)

21) Mielle Bulterman, “Fundamental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Financial 
Sanction Regime: The Kadi and Yusuf Judgments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9, No.3 (2006); Grainne de Burca,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fter Kadi”,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1, No.1 (2010); Jorge Godinho, "When Worlds Collide: Enforc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sset Freezes in the EU Legal Order", European 
Law Journal, Vol.16, No.1 (2010); 도경옥,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0) 등.

22) Richard Gordon 변호사는 단행본 Sanction Law에서 다른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유엔, 
EU, 영국, 미국의 제재 체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행 관련 기관을 살펴보고, 
유엔 제재의 관련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유엔 제재의 지정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지만, 유엔 자산동결 이행이 중점 논의 사항은 아니므로 일부분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Richard Gordon et al., Sanction Law (Hart Publishing, 2019).

    Masahiko Asada 교수는 단행본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유엔 제재의 이행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유엔 제재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제재의 법적 근거,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역사 등 이론적 배경도 다루고 있으나,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을 주로 논의
하지는 않아서 일부분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Masahiko Asada (ed.),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Routledge, 2020).

    Vera Gowlland-Debbas 교수는 단행본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에서 15개국의 전문가들이 유엔 제재를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한 
것을 집대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유엔 제재 이행에 관하여 이행 방법, 주요 
법령, 관련 판례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만 자산동결의 이행에 관해서는 일부분 논의
하는 것에 그쳐서, 자산동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Clara Portela 교수는 논문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에서 유엔 제재의 국내적 이행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 제재의 이행 방법이나 
파편화를 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산동결의 등장 배경과 적법절차 문제를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자산동결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Clara Portela,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65, No.1 (2010). 

23) Giorgio Sacerdoti 교수와 Pia Acconci 교수는 논문 “The Security Council's 
Asset Freeze against Gaddafi's Libya and Its Implementation in Italy”에서 이탈
리아의 리비아 제재에 대한 자산동결 이행을 검토하였다. 특히 Giorgio Sacerdoti 교수는 
논문 “Freezing Sovereign Wealth Funds Assets Abroad under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에서 이탈리아의 리비아 제재에 대한 ‘국부펀드’ 자산동결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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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유엔 자산동결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 차원과 국내적 차원(한국)에서 자산동결의 이행을 검토한다.

단순히 현행 법령과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상 문제점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산동결 이행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유엔 자산동결 이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산동결’은 표적 금융제재의 일종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동결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국내법적

으로는 가압류·가처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자산동결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재결의’를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라 내린 제재결의로 한정하였다. 유엔 헌장 제40조나 제42조에 따라

내린 결의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유엔 제재의 자산동결 이행을 국내적 차원에서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유엔 제재 일반이 아닌 리비아 제재로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고, 유엔 차원의 자산동결 이행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쉽다. 
Giorgio Sacerdoti and Pia Acconci, "The Security Council's Asset Freeze 
against Gaddafi's Libya and Its Implementation in Italy", The It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Online, Vol.21, No.1 (2011), pp.61-84;  Giorgio Sacerdoti, 
"Freezing Sovereign Wealth Funds Assets Abroad under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The Case of the Implementation in Italy of Asset 
Freezes against Qadafi's Libya", Bocconi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2061583 (2012), pp.1-11. 

24) 자산동결은 국내법상 대륙법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형태로, 영미법계에서는 injunc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김석호, “국내법원에 의한 외국 자산의 동결”,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 (1999),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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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제재’를 유엔 제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유엔 제재 이외에도 개별 국가에 의한 제재, 지역기구에 의한 제재, 유엔

이외의 국제기구에 의한 제재 등이 있다.25) 본 논문에서 ‘개별 국가에 의한

제재’와 ‘지역 기구에 의한 제재’를 언급하더라도,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제재도 유엔 제재와 비교

하기 위해서 언급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개별 국가는 유엔 자산동결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개별 국가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 적법절차,

이분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각국의 이행보고서 등 국제기구 문서, 국내외 판결,

국내외 법령, 국내외 논문, 정부나 연구소 등의 보고서, 국내외 언론 보도,

인터넷 자료 등을 검토해서 분석하였다. 국제기구 문서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유엔 이외의 국제기구 등의 문서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유엔 제재를 다자개발은행의 제재와 비교하면서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과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 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 등을 참고

하였다. 국내외 판결과 관련하여 유럽 인권재판소, EU 일반·사법재판소,

미국, 영국, 한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법원 등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헌 자료 이외에도 한국의 자산동결 실행과 관련하여 외교관,

변호사,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한국은행 직원 등의 전문가들과의 면담, 통화

등을 통해 확보한 구술 자료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내법질서상 위치’와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비교법적 분석도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법

질서상 위치를 논하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한국의 사례를

25) Alain Pellet and Alina Miron, “Sanctions”,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

   /law-9780199231690-e984?rskey=FBXCqC&result=1&prd=MPIL> (2020. 12. 31.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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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하면서, 미국, EU,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에도 외국의 각종 법령과 판결을 비교법적으로 활용하였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법적 성격을 검토

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검토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법질서상 위치를 직접적용성 등의 개념을 중심

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유엔 제재와 관련하여 유사 개념을

정리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 방안으로 기존 법령의 활용, 특별법

제정, 수권법률의 제정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때 활용된다. 나아가 세계은행의 제재를 살펴보고,

유엔 제재와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내용은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때 참고된다.

제3장에서는 자산동결 이행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자산동결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산동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산동결의 중요성을 알아

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테러리스트 자금동결 평가를 검토하여, 자산

동결 이행을 분석할 대상 국가의 선정에 활용한다. EU,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자산동결 이행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자산동결의 개선 방

안을 고안할 때 활용된다.

제4장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

본다.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현황과 관련하여 유엔의 자산동결 규율과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 구조를 검토한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본 이후에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를 효과적인 이행, 투명성,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평가

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행의 제고, 투명성의 증진, 적법절차의

보장과 같은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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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 판결,

실행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 자산동결 이행을 효과적인

이행, 적법절차, 이분화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 내용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이행의 제고, 적법절차의 보장, 이분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같은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 목표를 세우고,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개선 방안

으로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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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법적 성격

제1절 유엔 안보리 결의

Ⅰ. 의의

자산동결을 포함한 유엔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채택

된다.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 절차, 형식, 유사 개념의 순서로 살펴본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초안은 처음 작성되었을 때 제안(proposal)

으로 불리며, 공식적인 지위가 없다.26) 유엔 안보리는 결의의 초안을 파란

잉크로 인쇄해서 회의에서 회람시킨다. 이 단계에서 결의의 초안은 기술적

부분과 실체적 부분이 모두 수정될 수 있다. 이 초안은 투표에 부쳐지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 잉크로 발행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7) 이러한 결의의 초안이 유엔 안보리 회의

에서 채택되면, 권위를 가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된다.28) 유엔 안보리 결의의

형식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번호를 붙이지 않은

전문 부분과 번호를 붙인 본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부속서는 드물게 첨부되고, 부속서가 활용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29)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목은 보통 붙어 있지 않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resolution)는 의장성명, 언론성명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기관들의 의견이나 의지의 공식적인

표현”이다.30)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은 “이사회의 공식 회의에서

26) Sievers and Daws, supra note 3, p.394.
27) Ibid., p.269.
28) 유엔 홈페이지의 ‘Drafting Resolutions’ <https://www.un.org/en/model-united-nations
   /drafting-resolutions> (2021.01.25. 최종방문).
29) Michael C. Wood, “The Interpre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Jochen A. Frowein and Rudiger Wolfrum (ed.), Max Planck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p.86. 



- 11 -

채택되고 이사회의 공식 문서로 발행된 것으로, 이사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에 의해 행해진 선언”이다.31)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은

“15개의 회원국을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에 의해 행해진 언론에

대한 선언”이다.32)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식보다 권위가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된다.33)

Ⅱ. 법적 구속력

유엔 안보리 결의가 모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결의의 ‘calls upon’이라는 표현만을 가지고 구속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러한 표현이 쓰인 문맥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34)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미비아 사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결의의 용어, 결의에 관한 논의, 유엔 헌장 규정, 그밖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35)

유엔 회원국은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안보리의 결의가 채택되면

이를 수락하고 이행해야 한다.36)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30)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Resolu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content/
   resolutions-0> (2020. 11.13. 최종방문).
31)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Presidential Statements’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content/presidential-statements> (2020.11.13. 최종방문).
32)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Press Statement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content/press-statements-0> (2020.11.13. 최종방문).
33) Sievers and Daws, supra note 3, pp.376-381.
34) Sievers and Daws, supra note 3, pp.374-382.
    유엔 안보리 결의는 실체적으로 권고, 결정, 선언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Marko Divac Oberg, “The Legal Effects of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No.5 (2006), p.880.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권고, 촉구, 의견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Bryde
‧Reinisch, "Article 48", in Bruno Simma et al.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ume Ⅰ,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776. 

35)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53(par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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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유엔 헌장 제25조의 명시적인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이

있다.37) 유엔 헌장 제48조는 유엔 헌장 제25조의 의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38)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39) 국제사법

재판소는 나미비아 사건에서 유엔 헌장 제25조가 유엔 헌장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적용되며, 이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만 한정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정에 반대한 국가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유엔 헌장 제25조에 의거한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40)

나미비아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제25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다.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헌장 제7장 이외에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 제6장에서는 주로 권고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속력 있어야 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다.41) 이와 달리

유엔 헌장 제25조의 적용 범위가 유엔 헌장 제7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유엔 헌장 제25조가 유엔 헌장 제7장에만 적용된다고

36) 유엔 헌장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

한다.
37) 유엔 헌장 제25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총 4차례 언급

되었다. United Nations, Repertoire of the Practice of the Security Council: 
Supplement 2014-2015 (2018), p.258.

38) 유엔 헌장 제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39) Frowein‧Krisch, "Chapter Ⅶ", in Bruno Simma et al.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ume Ⅰ,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705. 유엔 안보리 결의의 법적 구속력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Marko Divac Oberg, supra note 34를 참조.

40)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52-54(para.113-116).

    유엔 헌장에서는 ‘결의’(resolution)라는 표현 대신, ‘결정’(deci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Sievers and Daws, supra note 3, p.374.

41) Erika De Wet, The Chapter VII Pow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rt, 200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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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 조항은 유엔 헌장 제7장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유엔 헌장 제7장의 구속력은 유엔 헌장 제48조와 제49조에 의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유엔 헌장 제25조가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았다.42) 이러한

논쟁을 평가하면, 유엔 헌장 제7장의 구속력이 유엔 헌장 제48조, 제49조를

통해 확보되었다는 논거는 이 조항들이 구속력 있는 조치의 채택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43) 하지만 유엔 헌장

제25조가 유엔 헌장 제7장에만 적용된다고 제한할 만한 문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엔 헌장 제25조의 적용 범위가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

조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국내법질서상 위치

유엔 안보리 결의가 특정 국가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아야,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한다면, 이 국가에서 유엔 안

보리 결의의 국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44) 유엔 안보리 결

의의 국내법질서상 위치는 개별 국가마다 다르다. 이 주제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국내법질서상 위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45)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는 국가들의

42) Rosalyn Higgins, “The Advisory Opinion on Namibia: Which UN Resolutions 
are Binding under Art 25 of the Charte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21, No.1 (1972), p.278.

     유엔 헌장 제49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43) Michael Fraas, Sicherheitsrat der Vereinten Nationen und Internationaler 

Gerichtshof 29 (Peter Lang, Frankfurt a/M, 1998)., Wilhelm A Kewenig, “Die 
Problematik der Bindungswirkung von Entscheidungen des Sicherheitsrates”, 
in Horst Emhke et al (eds), Festschrift für Ulrich Scheuner zum 70. 
Geburtstag 275–76 (Berlin, Duncker & Humblot, 1973) in Erika De Wet, The 
Chapter VII Pow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rt, 2004), p.38.
에서 재인용.

44) 본 장에서 ‘직접적용성’에 관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45)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질서상 위치는 여러 국제법 교과서에서 국가별로 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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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례도 분석한다.

개별 국가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관련 용어를 정리

한다. 유럽에서는 ‘직접적용성’ 또는 ‘직접효력’이라는 용어를, 미국에서는

‘자기집행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6) 직접적용성(direct applicability)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47)

특정 국가가 일원론을 취하는지, 이원론을 취하는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 인정 여부와 거의 관계가 없다. 일원론 국가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용어가 모호하면 직접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48) 직접효력(direct

effect)은 충분히 분명하고 정확해서 개인이 조건 없이 국내 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49) 수직적 직접효력(vertical direct effect)은 개인과

있다.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6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141-179; Eileen Denza,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388-39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10판)』 (박영사, 
2020), pp.100-140. 등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법질서상 위치를 국가별로 검토한 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특정 국가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논의한 문헌을 발견할 수는 있었다. 
Hisashi Owada, “Problems of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Orders",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 No.2 
(2015), pp.257-258; Richard Nephew, “Implementation of Sanctions : United 
States”, in Masahiko Asada (ed.),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Routledge, 2020), p.106; Christopher Greenwood, "United Kingdom",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584-585; 
Committee of Legal Adviser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HDI), United 
Kingdom (2010); Alfred H.A. Soons, “The Netherlands”, in Vera Gowlland 
-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343. 등이 있다. 

46) Dinah Shelton, “Introduction”, Shelton, Dinah (ed.),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egal Systems (Oxford Univerisity Press, 2011), p.11. 

    조약의 직접적용성, 자기집행성, 직접효력과 관련하여 안국현, “조약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을 참조.

47)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258. 

48) Machiko Kanetak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Domestic Actors: Distance in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18), pp.134-135. 

49)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supra note 47, pp.180-181.
    직접적용성과 직접효력과 관련하여 J. A. Winter, “Direct Applicability and Direct 

Effect Two Distinct and Different Concepts in Community Law”, Common 
Market Law Review, Vol.9, No.4 (1972)를 참조.



- 15 -

국가의 관계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직접효력(horizontal direct effect)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50) ‘자기집행성(self-executing)’은

의회에 의한 이행 입법 없이도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법상의 ‘자기집행성’은 EU법상의 ‘직접적용성’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51)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비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52)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미국 법체계로 자동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미국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53)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Diggs v. Richardson 사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판시하였다.54) 이 사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정부에 일정한 행동을

요청하더라도, 행정부는 대외 관계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301호(1971)가 “미국 국내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개인적인 시민적 권리를 이행입법 없이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55)

50) EUR-Lex 홈페이지의 ‘The Direct Effect of European Law’ <https://eur-lex. 
europa.eu/legal-content/EN/TXT/?uri=LEGISSUM%3Al14547> (2020.11.13. 최종방문). 

     EU 사법재판소는 직접효력과 직접적용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Pavlos 
Eleftheriadis, “The Direct Effect of Community Law: Conceptual Issues”, Yearbook 
of European Law, Vol.16, No.1 (1996), p.220.

51) Carlos Manuel Vazquez, “The Four Doctrine of Self-Executing Treati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9, No.4 (1995), p.695; John H. 
Jackson, “Status of Treaties in Domestic Legal Systems: A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6, No.2 (1992), p.310. 

52) Hisashi Owada, supra note 45, pp.257-258.
53) Richard Nephew, supra note 45, p.106. 
54) Diggs v. Richardson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미국 정부가 남아프리카와 

계속해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선언적 구제와 금지명령구제를 
구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301호(1971)의 para.11(f)에서 모든 국가들이 남아프리카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미국에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결의는 자기집행적이며, “입법이나 행정 행위 없이 사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다. Diggs v. Richardson 555 F.2d 848 (D.C. Cir. 
1976), p.849-850.

55) Ibid., p.851. 유엔 안보리 결의가 ①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② 국내적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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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영국법의 일부를 이루지 않고, 그

자체로 영국 법원에서 집행될 수 없다.56)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엔법

등을 통해서, 즉 변형 절차를 통해 영국의 법질서로 받아들이고 있다.57)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v

Prime Minister 사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영국법의 일부인지 판단

하였다.58) 이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2002)에

대해 그 자체로 국내법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면서,59) “영국 국내법에 편입

되지 않은 국제 법률문서의 진정한 해석을 선언할 관할권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60) 다만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은 Kuwait Airways Corp

v Iraqi Airways Co 사건에서 이라크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 영국 공공정책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참고하였다.61) Nicholls of Birkenhead

경은 이 사건에서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 병합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유엔

안보리 662호(1990)를 언급하였다.62)

집행적이고, ③ 통과시 미국의 찬성을 받으면 “구속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조약”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Ronald A. Br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en Do They Give Rise to Enforceable Legal Rights--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Byrd Amendment and a Self-Executing Treaty Analysi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9, No.2 (1976), p.316.

56) 유엔 헌장도 영국법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이행법률 없이 집행할 수 없다.
Christopher Greenwood, supra note 45, pp.584-585. 

57) Committee of Legal Adviser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HDI), United 
Kingdom (2010), p.1. The United Nations Act 1946, Section 1(1). 

58)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v Prime Minister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핵 군축 캠페인은 “영국 정부가 추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에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v Prime Minister & Ors [2002] EWHC 2777, para.2. 

59) Ibid., para.23. 
60) Ibid., para.47. 
61) Kuwait Airways Corp v Iraqi Airways Co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라크는 1990년 8월에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쿠웨이트 항공사의 비행기 10대를 압수했다. 
이라크 혁명사령부평의회는 쿠웨이트 항공사를 해체하고 재산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이라크의 
행위가 영국 공공정책에 반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Kuwait Airways Corp v Iraqi Airways 
Co [2002] UKHL 19, para.1-2.

    영국 상원은 2009년 7월 30일까지 최고 항소법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국의 대법원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이러한 역할을 대신 담당하게 되었다. 영국 의회 홈페이지의 ‘Law 
Lords’ <https://www.parliament.uk/about/mps-and-lords/about-lords/lords-types

   /law-lords/> (2021.01.19.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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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헌법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의

결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 헌법 제93조는 “그들의 내용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조항이나 국제기구의 결의는

공표된 이후에 구속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63) 이 조항은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공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직접적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4) 네덜란드 헌법 제94조에서 “왕국 내에서 발효 중인

법률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결의의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65) 이 조항은 오직

직접적용성이 있는 국제기구의 결정만 국내 입법에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특정 국제기구 결의의 직접적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항의 문구, 교섭 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참고로 제재에 관한 EU 규정은 네덜란드에서 직접적용

된다.66)

62) Kuwait Airways Corp v Iraqi Airways Co [2002] UKHL 19, para.20.
63)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2008 
    Article 93
   Provisions of treaties and of resolution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may be binding on all persons by virtue of their contents shall become 
binding after they have been published.

64) Alfred H.A. Soons, supra note 45, pp.342-343. 
    네덜란드 헌법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 국제기구의 결의에서 한 명이나 

특정한 사람을 규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192호(1998)는 팬암기 103의 
폭파범 두 명에 관한 것이다. 이 결의는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재판을 받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88호(2006)는 라이베리아 전직 대통령 찰스테일러에 관한 것이다. 
이 결의는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Joseph 
Fleuren, “The Applic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by Dutch Court”,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57, No.2 (2010), pp.249-250.

65)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2008
    Article 94
   Statutory regulations in force within the Kingdom shall not be applicable if 

such application is in conflict with provisions of treaties or of resolution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binding on all persons.

66) 아래의 문헌은 2004년에 발간되었다. 그 이후 관련 문헌을 살펴보아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한 사례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lfred H.A. S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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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헌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2002년 2월 20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구속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규범적

이고 강제적인 기능을 가지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나 … 그 결의는 회원국 판사에게 부과되자마자 유엔 구성조약으로

부터 유래한 권위를 가진다.”고 하였다.67)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유엔 헌장을

EU 조약과 유사하게 본 것은 잘못이며, 유엔 헌장의 규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러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68) 프랑스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前 국제사법

재판소 소장 Gilbert Guillaume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가를 대상으로 만들어

진다고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이 없다고 보았다.69) 반면

Jean-François Lachaume 교수는 국제법 우선을 선언한 프랑스 헌법 제55조의

범위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이 있다고 보았다.70) 프랑스 법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

supra note 45, p.343. 
    아래의 문헌에서 네덜란드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면서 인권 위반을 이유로 문제된 판결이 

없다고 하였다. Committee of Legal Adviser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HDI), 
Netherlands (2006), pp.1-2.  

67) C.A. Paris 1ère chambre section G, 20 February 2002, Etat d’Irak c. Société 
Dumez G.T.M. et société Vinci, Gaz. Pal., 2002. p.987 and note G. de La 
Pradelle, p.1169. in Genevièe Burdeau and Brigitte Stern, "France",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202.에서 재인용.

68) Genevièe Burdeau and Brigitte Stern, "France",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202. 

69) 다만 Gilbert Guillaume 소장은 아래의 문헌에서 ‘직접적용성’이라는 표현 대신 자기집행적 
(auto-exécutoi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Gilbert Guillaume, “L’introduction et 
l’exéution dans les ordres juridiques internes des Etats des résolutions du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prises en vertu du chapitre VII de la 
Charte”,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Vol.50, N°2 (1998), p.546.

70) Jean-François Lachaume, “Jurisprudence française relative au droit international 
(année 1990)”,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Vol.37 (1991), p.895.

    프랑스 헌법 제55조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각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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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성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71)

대한민국 헌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72) 한국 법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법질서상

위치를 판단한 사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73) 이 견해에서는 한국이 유엔

헌장을 ‘조약’으로 비준했으므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제25조에 근거

하여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직접적용을 하는 가능성도 논의하였다.74) 그러나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은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에 관해 비교법적 고찰해 보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유엔 헌장 제25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

적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 헌장이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 조약 하에서 체결된 ‘2차 규범’

(secondary law)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2차 규범은 일반적으로 국내법

질서에서 직접적용성이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75) 한국에서 이러한 2차 규범의

71) Gilbert Guillaume, supra note 69, p.546; Genevièe Burdeau and Brigitte Stern, 
supra note 68, p.202.

72)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을 의미
한다. 정인섭, supra note 45, p.135.

73) 배종인, “국제기구 결의의 집행문제: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인 이행에 
관하여”, 국제법평론 통권 제25호 (2007), pp.83-84. 

74) Ibid., p.83. 
    유엔 헌장 제25조에서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

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5) Markjus Ben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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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용성을 인정할 만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국에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한국 관보에 게시되고 있지 않다.76)

이러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직접적용이 되면, 수범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규범을 적용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77)

한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할 만한 국내법적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관한 규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조약’도 ‘국제관습법’도 아니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고시만을 이용해 직접적용을

Law”,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
   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508?rskey=H790br&r
   esult=1&prd=MPIL> (2021.01.26. 최종방문).
    국제기구의 2차 규범은 “국제기구법의 1차 규범이자 국제기구의 법인격의 근거인 설립

협정에 기초하여, 기구가 결의, 결정 등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정경수, 
“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p.791.

76) 유엔 안보리 결의는 관보 규정 제3조 제1항, 제7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관보 게재의 
대상이 아니다.

    관보규정 제3조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관보규정 제7조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국가인권위원회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상훈란,   

  19. 기타란
77) 정경수, "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p.814. 
    2차 규범의 국제법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아래의 논문을 참조. Axel Marschik, “Too 

Much Order? The Impact of Special Secondary Norms on the Unity and 
Efficacy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 No.1 (1998).

    국제관습법도 관보에 게시되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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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자산동결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가 한국에서 적용되려면

단순히 고시만 있으면 안 되고,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의무

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적용하는 매개가 될 수 있지만, 이 고시는 법률상 근거로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을 필요로 한다.78)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고시만을 통해 직접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한 한국의 실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한국의 법질서에 그 자체가 아닌 법률을 매개로 편입

된다. 예컨대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외국환

거래법,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을 활용해서 이행하고 있다.79)

지금까지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의 사례를 분석해도,

대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이나 ‘자기집행성’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하여 각각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헌법은 규정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관하여 직접

적용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프랑스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국가들은 대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이나 ‘자기집행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前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Owada Hisashi도 많은 국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80)

78)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1조.
79)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UN Doc. S/AC.49/2017/127 (29 November 2017), p.3.
80) Hisashi Owada, supra note 45,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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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엔 제재

Ⅰ. 유엔 제재의 개념

국제적으로 합의된 제재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81) 유엔 헌장

에서도 ‘제재’(sanc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엔 헌장 제41조

에서는 회원국의 국제의무 위반사항에 특정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유엔 차원에서도 제재를 공식적

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들은 제재의 특징을 주목

하여 제재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82)

Hans Kelsen은 1951년에 발간된 저서에서 제재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에 대한 법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반응”이라고 보았다. 그는 유엔으로부터의 퇴출, 유엔 총회 투표권의 정지,

조약의 미등록 등을 제재의 일종으로 파악하였고, 제7장상의 강제조치를 유엔

헌장의 가장 중요한 제재로 보았다.83) 그에 따르면 제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다. 그가 제재를 제7장상의 강제

조치에 한정하지 않고, 유엔으로부터의 퇴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

81) Tom Ruys, “Sanctions, Retortions and Countermeasures : Concepts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n Lariassa van den Herik (ed.), Research 
Handbook on U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Inc, 2017), p.19. 

82) 제재의 정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nternational Sanctions: A Report by a Group of Members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pp.9-16; 
Georges Abi-Saab, “The Concept of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in Vera 
Gowlland-Debbas, (ed.),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p.39-41; Jeremy Matam Farrall,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6-10; 
Nigel D White and Ademola Abass, “Countermeasures and Sanctions”,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537-540; Tom Ruys, supra note 81, pp.19-24. 등을 참조.

83) Hans Kelsen은 ‘delicts’를 “제재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될 
어떠한 종류의 행동”이라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Frederick A. 
Praeger Inc, 1951), pp.7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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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Josef L. Kunz는 196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재를 유엔 헌장

제41조와 제42조의 조치로 이해했다. 그는 개별 국가에 의한 제재가

1914년 이래로 집단적 제재로 바뀌게 되었고, 제재가 유엔이 설립된 이후

급진적일 정도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84)

Hans Kelsen과 비교할 때 제재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재는 유엔 안보리 중심적인 현상이고, 유엔 헌장 제41조와

제42조의 조치를 의미한다.

특별 보고자(special rapporteur) Roberto Ago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제30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재의 적법한 적용’을 조문의

제목으로 제안했다. 국제법위원회 위원 Alexander Yankov는 현대국제법

에서 제재를 “국제기구의 회원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된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제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Roberto

Ago는 ‘제재’라는 용어 대신 ‘대응조치’라는 용어를 제안했다.85) 이 사건

이후 당해 국제법위원회 연감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정리하며, 현대국제법

에서 제재를 “국제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국제적 의무의

위반”에 대해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취해진 조치,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유엔 헌장에서 확립된 체계 하에서 채택될 권한이 있는

특정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86) 이는 제재에 대한 학술적으로

권위 있는 견해가 국제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표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재의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제재를 ‘유엔 안보리가 집단적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기타 국제법 주체를 상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장 제7장에

84) Josef L. Kunz,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4, No.2 (1960), pp.324-331.

85)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Ⅰ(1979), pp.55-63. 
8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Ⅱ(1979),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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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채택하는 조치’라는 의미로 파악한다. 다만 제1장 제2절에서 언급

하였듯이 ‘제재결의’를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라 내린 제재

결의로 한정해서 논의한다.

Ⅱ. 유엔 제재의 유사 개념

1. 보복

보복(retorsion)은 “국가의 비우호적이면서 유해한 행위이지만 합법적인

행위”이다.87) 보복이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타국의 조약상이나 국제

관습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대응조치와 다르다.88) 국가는 타국의 국제법

위반이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 보복의 예로 외교 관계의

단절, 경제적 지원의 철회 등이 있다. 보복은 위반 행위나 비우호적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고, 위반 행위나 비우호적 행위가 중지되면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보복을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되돌릴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89) 보복은 즉각적인 자위행위가 아니므로,

피해국이 가해국에 보복을 실행할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90)

보복을 유엔 제재와 구별해 보면, ① 보복은 타국의 국제법 위반

이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유엔 제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한 것이다. ② 보복은 ‘타국’의 행위로

인해 초래되지만, 유엔 제재는 국가나 기타 국제법 주체의 행위로 인해

시행될 수 있다. 예컨대 유엔 제재는 알카에다의 테러행위로 인해 부과

되기도 한다. ③ 보복은 타국의 위반 행위, 비우호적 행위가 중지되면 중단

87) Malcolm N. Shaw, supra note 45, p.1128.
88) Martin Dawidowicz, "Public Law Enforcement without Public Law Safeguards? 

An Analysis of State Practice on Third-party Countermeas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UN Security Council",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77, No.1 (2007), p.349.

89)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244.
90) Mary Ellen O'Connell, The Power and Purpose of International Law : Insights 

from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forc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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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지만, 유엔 제재는 이러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유엔 제재를 초래했던 행위가 중지되면, 유엔 제재의 종료를 고려할 수

있다.

2. 복구

복구(reprisal)는 위법행위이지만 다른 나라의 위법행위에 대한 반응

이므로 합법이 되는 행위이다.91) 유엔 헌장에서는 ‘복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복구는 처벌의 측면과 미래에 대한 보호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92) 복구의 종류는 무력적 복구와 비무력적 복구가 있다. 무력적 복구는

전쟁시 상대국의 적대행위에 복수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었고, 전쟁이 없어도

활용될 수 있었다. 국제연맹에서 전쟁을 제한하면서, 무력적 복구의 활용이

제한되었다.93) 국가는 타국이나 타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구할 수 있다.94)

복구에 관한 중요 사건으로 Naulilaa 사건이 있다.95)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복구는 인간애와 선의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였다. 복구가

정의상 비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은 적법한 복구를 제한

하려 했다고 보았다. 복구는 선행 요구가 실패하였을 때 합법적이라고

보았다.96) 이 사건의 중재판정은 복구가 국제법 위반에 비례해야 한다는

91) Antonio Cassese, supra note 89, p.232.
92) Derek Bowett, “Reprisal Involving Recourse to Armed For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6, No.1 (1972), pp.1-3.
93) Antonio Cassese, supra note 89, pp.232- 233; Gleider Hernández,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325.
94)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inehart & Company Inc, 

1952), p.24.
95) Naulilaa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앙골라 지역의 포르투갈 총독은 1914년에 독일 

식민지에 대한 식량 수출을 금지하였다. 독일의 지방 총독은 Naulilaa 요새로 일행과 
함께 협상하러 갔다. 양 측은 언어적 문제로 오해가 생겨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독일 
총독과 병사가 사망했다. 이에 독일군은 포르투갈 식민지의 국경 지역을 공격했다. 독일은 
이러한 공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Julia Pfeil, “Naulilaa Arbitration(Portugal v 
Germany)”, in Rudige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ume.Ⅶ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550-551. 

96) “Responsibilité de l’Allemagne à raison des dommages causés dans les 
colonies portugaises du sud de l’Afrique” (sentence sur le principe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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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97) 이 사건에서 설시된 복구에 관한

일반적 규칙들은 아직도 유효하며, 복구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

금지를 준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98)

복구를 유엔 제재와 비교하면, ① 복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유엔 제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한

것이다. ② 복구는 원래 위법한 행위이지만, 유엔 제재는 원래 반드시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예컨대 외교 관계의 단절이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행위는 비우호적인 행위일 수는 있어도,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복구가 합법적이려면 선행 요구가 실패해야 하지만, 유엔

제재에 이러한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3. 대응조치

대응조치(countermeasure)는 “타국이 앞서 저지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반응행위”이다.99) ‘대응조치’라는 용어는 영국과 독일에서 ‘자력 구제’의

의미로 드물게 사용되었다.100) 대응조치는 유엔 헌장의 채택과 무력 사용의

금지라는 상황 속에서 복구를 대체하는 의미로 발전했다. Air Service

Agreement 사건은 유엔 헌장 채택 이후 대응조치를 최초로 판단한 사건

이다.101) 이 사건에서 국가는 조약상의 특별한 의무로 인해 대응조치를 취할

responsabilité) (Portugal contre Allemagne),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Ⅱ (1928), pp.1025-1027.

97) Hans Kelsen, supra note 94, p.24.
98) Malcolm N. Shaw, supra note 45, p.1129.
99) 정인섭, supra note 42, p.422.
100) Denis Alland, "The Definition of Countermeasures", in James Crawford et al. 

(ed.),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1127. 

101) Mary Ellen O'Connell, supra note 90, pp.233-237.
    Air Services Agreement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60년 4월 5일에 체결된 

미국과 프랑스의 교환각서는 미국 항공기가 미국 서부 해안에서 런던을 경유해서 프랑스로 
운항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팬 아메리카 항공은 1978년 2월 20일에 미국 서부 해안에서 
런던으로 갈 때는 더 큰 보잉 747 비행기를, 런던에서 프랑스로 갈 때는 더 작은 보잉 
727 비행기를 이용할 계획을 프랑스 관계 당국에 알렸다. 프랑스 당국은 항공기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1946년 항공 서비스 협정의 부속서 제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팬 아메리카 항공은 1978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항공기 크기를 변경하여, 미국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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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력 사용에 관한 일반 국제법 규칙의 한계를 준수

하면서 대응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102) 이 사건의

판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협상 중에 취한 조치는 국제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103)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 인질 사건에서 ‘대응조치’를 법적 용어로

받아들였다.10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제3편 제2장에서 대응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05) 대응조치는 “의무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고, “국제의무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된다. 대응조치가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동 초안 제49조).

대응조치는 ① 무력사용 금지, ② 인권보호, ③ 인도적 의무. ④ 기타 강행

규범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분쟁해결 절차상의 의무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의무는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면제되지 않는다(동 초안

제50조). 대응조치는 비례성이 요구되며, 대응조치에의 호소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동 초안 제51조, 제52조).106)

대응조치를 유엔 제재와 구별해 보면, 먼저 대응조치는 국제법

위반이 있으면 취해질 수 있고, 유엔 제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해안에서 런던을 경유해서 파리로 운항을 하였다. 프랑스 경찰은 이러한 운항을 불법 
운항으로 판단했고, 팬 아메리카 항공의 승객들이 파리에 못 내리게 했다. 미국도 팬 
아메리카 항공의 파리 운항이 중단되는 동안 에어 프랑스 항공과 U.T.A. 항공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려 하였다. 미국과 프랑스는 1978년 7월 11일에 양국 간 중재 계약을 체결
하였고, 양 측 대리인은 1978년 11월 21일에 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Air 
Service Agreement of 27 March 1946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rance”,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XⅧ (2006), pp.419-423 
(para.1-10).

102) Ibid., pp.443(para.81).
103) Ibid., pp.445(para.93).
104)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27.
105) 이 초안의 공식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아, 정인섭 교수의 초안에 대한 번역본을 활용

하였다. 
    대응조치 개념 형성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법위원회 역할에 관하여 David J. 

Bederman, “Counterintuiting Countermeasur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6, No.4 (2002)를 참조. 

106) 대응조치의 비례성에 관한 논의는 Thomas M. Franck, "On Proportionality of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2, No.4 (200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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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혹은 ‘침략행위’가 있으면 취해질 수 있다.107) 다음으로 대응조치는

‘타국’의 행위로 인해 초래되지만, 유엔 제재는 국가나 기타 국제법 주체의

행위로 인해 실시될 수 있다.108) 또한 대응조치는 개별 국가에 의해 취해

지지만, 유엔 제재는 집단적 차원에서 취해진다고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109)

하지만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011, 이하 국제기구책임초안)에서 국제기구의

대응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110) 이러한 구분은 타당성이 떨어진다.111)

107) Hans Kelsen, "Sanc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12, No.4 (1946), 
pp.432-433; Natalino Ronzitti, “Sanctions as Instruments of Coercive Diplomacy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n Natalino Ronzitti (ed.), Coercive Diplomacy,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Brill - Nijhoff, 2016), p.11.  

108) 대응조치와 제재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James Crawford, “The Relationship 
between 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in Vera Gowlland-Debbas (ed.),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Frederic Dopagne, "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Richard Collins and Nigel D White (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Idea of Autonomy (Routledge, 2011); Nigel D White and Ademola Abass, 
supra note 82; Tom Ruy, supra note 81을 참조.

109) Nigel D White and Ademola Abass, supra note 82, p.539. 
110) 국제기구책임초안의 제22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서 국제

기구의 ‘대응조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111) James Crawford는 ‘집단적인 대응조치’가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고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James Crawford, supra note 108, pp.66-68. 
     국제기구의 대응조치에 관해서는 Frederic Dopagne, supra note 108, pp.180-182를 

참조.

유엔 제재 보복 복구 대응조치

주체 유엔 안보리 국가 국가
국가,

국제기구

유발

주체

국가,

기타 국제법 주체
타국 타국 타국

원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국제법 위반,

비우호적 행위

위법

행위
국제법 위반

[표 1] 유엔 제재의 유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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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

본 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용성,

직접효력, 자기집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국내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으로 주로 기존 법령의 활용, 특별법의

제정, 수권법률의 제정이라는 세 가지 방안이 이용되고 있다.112) 각 방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1. 기존 법령의 활용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para.8(a)를 이행하기 위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이용하고 있다.113)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체계에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필요한 법령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관한 이행 입법을

112) Vera Gowlland-Debbas, "Implementing Sanctions Resolutions in Domestic 
Law",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41- 
45.

113)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UN Doc. S/AC.49/2006/8 (30 November 
2006), p.8. 

    유엔 대북 제제결의 1718호의 para.8
   (a) 자국 영토를 통해서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아래 사항을,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a)(ⅰ) 및 8(a)(ⅱ)상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국제법적 분석과 관련하여 민혜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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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평균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114) 반면에 이 방안은 기존의 법령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곧바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행 방안과 차별화된다. 또한 국가가 이 방안을 이용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 방안은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없고, 국회의 동의도 요구받지 않는다.115)

하지만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관한 이행의 법적 근거를

파편화한다는 단점이 있다.116) 개인, 기업 등 수범자가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에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가 이 방안을 활용하려면, 국내법령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117) 제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개선 작업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혁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적 금융제재가 등장

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발전되면서, 기존의 법령의 범위를 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118) 국가는 기존 법령만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14) Clara Portela, supra note 22, p.18.
115) 백상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와 한국의 실행”,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4), 

p.35.
116) Vera Gowlland-Debbas, "Concluding Remarks",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646. 

117) 강경화 장관은 2018년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기존 법령이 새로운 제재결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훈, "강경화 ‘대북제재 결의이행 관련 특별법 검토 중’", 연합뉴스, 2018.08.22. 
https://www.yna.co.kr/view/AKR20180822171700001?input=1195m, (2020.11.15. 
최종방문).  

118)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6, p.646. 
     스위스 정부는 1998년부터 인터라켄 프로세스를 통해 “표적 금융제재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스위스 정부가 각국의 대표, 은행 당국, 국제기구 직원, 학자 
등을 모아서, 표적 금융제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The Swiss Confederation et 
al.,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 Manua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2001), pp.ⅸ-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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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의 제정

국가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행할 수 있다.

예컨대 핀란드는 1967년에 남 로데지아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1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20)

우선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에서 일정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소수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의해 만들어진 결의를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121)

더불어 국가가 이 방안을 활용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에 국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인

국회를 거치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이 방안을 이용하면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발표와 이행

법률의 입법 사이에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122) 또한 이 방안은

유엔 제재 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법률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방안에 따른 법률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123)

119)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2, p.44;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South Rhodesia; Martti 
Koskenniemi et al., "Finland",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172. 

120) 한지훈, "강경화 ‘대북제재 결의이행 관련 특별법 검토 중’", 연합뉴스, 2018.08.22. 
https://www.yna.co.kr/view/AKR20180822171700001?input=1195m, (2020.11.15. 최종
방문).  

121) 유엔 안보리의 대표성 부족과 비민주성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입법처럼 작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Stefan Talmon, “The Security Council as 
World Legislatur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9, No.1 (2005), 
p.179.

122) Clara Portela, supra note 22, p.18.
123)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2,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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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권법률의 제정

국가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수권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수권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

포르 등의 국가가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124)

먼저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125) 국가가 이 방안을 이용하면 행정부가 위임을

통해 조치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가 이 방안을

이용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6) 국가가 이 방안을 이용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의 법적 근거가 수권법률에 집중된다.

하지만 국가는 표적 제재의 등장 이후에 이 방안만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127) 국가가 표적 제재 등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수권법률뿐만 아니라 맞춤형 입법이

필요하다.128) 게다가 이 방안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행정부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점이 있다. 행정부가 수권법률로 포괄적 권한을 부여

받으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129)

124) 배종인, supra note 73, p.91; Tono Eitel,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in Swiss Federal Office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Economy,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 Financial Sanctions (1998), p.91; Machiko 
Kanetake, supra note 48, p.135.

125) Clara Portela, supra note 22, p.18.
126)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6, p.646. 
127) Clara Portela, supra note 22, p.18.
128)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6, p.647. 
     영국도 수권법률로 유엔법을 두고 있지만, 자산동결을 위해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등을 따로 두고 있다.
129)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6, p.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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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각국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이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어느 한 가지 방안만을

배타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하면 안 된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여러 방안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유엔참여법과 같은 수권법률을 활용하지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같은 기존

법령을 활용하기도 한다.130)

Ⅳ. 세계은행의 제재와 비교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제재는 자산동결을

포함한 유엔 제재의 개선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비교·분석될 필요가

있다.131) 유엔과 다자개발은행은 모두 제재를 활용해서 부정적 현상을 억제

하려 하고 있다. 유엔 제재와 다자개발은행의 제재는 표적 제재의 형태로

130) 제3장 제2절에서 미국의 자산동결 이행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Andreas F. Lowenfeld, 
“The United States”,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607-610. 

131) 다자개발은행은 1990년대부터 조달 절차에서 나타나는 사기, 부패 등 부정적 현상을 
제재를 활용해서 억제하려 하였다. Stuart H. Deming, “Anti-Corruption Policies: 
Eligibility and Debarment Practices at the World Bank and Regioinal Development 
Banks”, International Lawyer, Vol.44, No.2 (2010), p.871.

     다자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금융 지원을 통해 촉진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 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은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이나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금융 지원을 받는다.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이 5개의 주요 다자개발은행이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2020), p.1.

     이러한 5개 은행은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제재를 활용하여 사기와 부패 등에 
대처할 것을 약속하였다. 관련 협정으로 Uniform Framework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Fraud and Corruption (2006), Agreement for Mutual Enforcement of 
Debarment Decisions (2010), Gener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anctions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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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다는 유사성도 있다. 다자개발은행이 제재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참고하였다.132) 유엔과 다자개발은행은 제재의 활용 과정에서

적법절차 보장, 투명성 증진 등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엔 제재와 다자개발은행 제재를 비교하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다자개발은행 제재 중 대표적인

세계은행 제재를 중심으로 유엔 제재와 비교한다.133)

세계은행(world bank)은 2단계 행정적 제재 프로세스(two-tier

administrative sanctions process)를 가지고 있다. 제1단계 제재 프로세스는

‘입찰 중지 및 제외실’(Office of Suspension and Debarment)이 위법행위의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문제된 개인이나 회사의 입찰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 중지 및 제외실’은 세계은행 내부에서

독립적 결정을 한다. 제재대상자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최종 제재가 된다. 제2단계 제재 프로세스는 ‘세계은행 그룹 제재

이사회’(World Bank Group Sanctions Boards)가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은 개발 프로젝트의 위법행위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 그룹 제재이사회’는 세계은행에서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최종 심사를 한다.134) 세계은행 제재에서는 2단계 제재 프로세스를 두고

132) Anne-Marie Leroy and Frank Fariello, World Bank Group Sanctions Process 
and Its Recent Reforms (The World Bank, 2012), p.9.

133) 세계은행은 다자개발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다.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
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
분쟁해결기구(ICSID)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의 ‘Who We Are’ <https:// 
www.worldbank.org/en/who-we-are> (2020.11.13. 최종방문).

     아프리카 개발은행 제재와 관련해서는 Sanctions Procedures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14) 등을, 아시아 개발은행 제재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개발은행 홈페이지의 ‘Sanctions’ <https://www.adb.org/site/integrity/sanctions> 등을, 
유럽부흥개발은행과 관련해서는 Enforcement Policy and Procedur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17) 등을, 미주개발은행 제재와 관련해
서는 Sanctions Procedur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20) 등을 참조. 
세계은행 제재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 홍탁균,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소고", 
기업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8)을 참조.

134) 세계은행 홈페이지의 ‘Sanctions System’ <https://www.worldbank.org/en/about/ 
unit/sanctions-system> (2020.11.14. 최종방문).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제1단계인 ‘입찰 
정지 및 제외실’에서 문제된 총 227건 중 168건(74%)이 사기에 관한 사건이었다. 세계
은행 홈페이지의 ‘Determinations’ <https://www.worldbank.org/en/about/unit/sanctions 
-system/osd#6> (2020.11.14. 최종방문). 제2단계인 ‘세계은행 그룹 제재이사회’에서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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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유엔 제재위원회를 통한 프로세스만을 두고 있는 유엔 제재와

차이가 있다. 유엔 제재에서는 제재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취소 절차를

제외하고는 유엔 차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입찰

중지 및 제외실’과 ‘세계은행 그룹 제재이사회’는 세계은행과 독립되어

있지만, 유엔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의 보조 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135)

세계은행 제재에서는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제1단계의 결정(determination)

이나 제2단계의 결정(decision)이 모두 공개된다.136)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세계은행 제재의 대상이 되었을 때, ① 제재의 대상이 된 이유, ② 관련

증거, ③ 제재의 내용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통지가 언제 되었고, 청문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되었는지도 정리하고

있다.137) 반면 유엔 제재에서는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다.138) 지정취소를 신청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인용 또는 기각

총 88건 중 50건(57%)이 사기에 관한 사건이었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의 ‘Decisions’ 
<https://www.worldbank.org/en/about/unit/sanctions-system/sanctions-board #4> 
(2020.11.14. 최종방문). World Bank Group, 2019 World Bank Group Sanctions 
Board Law Digest (2020), p.6.

     세계은행 정책인 ‘사기와 부패에 관한 제재’(Sanctions for Fraud and Corruption) 
제3조 B.2에서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재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각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 Policy: 
WBG Policy: Sanctions for Fraud and Corruption, SECTION III. B. 2; 

135)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6.
136) 제1단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홈페이지의 ‘Determinations’ <https://www. 

worldbank.org/en/about/unit/sanctions-system/osd#6>를, 제2단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홈페이지의 ‘Decisions’ <https://www.worldbank.org/en/about/unit/sanctions 
-system/sanctions-board#4>를 참조.

137) TIS Consultant Company Limited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TIS Consultant 
Company Limited 등은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아 진행되는 태국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담당 관료에게 계약금액의 17%를 주기로 하고 입찰 점수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컨소시엄(Consortium) 파트너 B의 대표 
진술 등이 있다. 이 기업은 최소 5년 동안 입찰 제외가 되는 제재를 받았다. 참고로 이 
기업은 2011년 6월 15일에 통지(Notice of Sanctions Proceeding)를 받았고, 청문 절차
에는 불참하였다. Sanctions Case No. 117 IBRD Loan Number 4721-TH 
(Thailand Highways Management Project) (20 September 2011), p.1; Sanctions 
Board Decision No. 50 (Sanctions Case No. 117) IBRD Loan No. 4721 – TH 
Thailand (30 May 2012), pp.4-21.

138)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Narrative Summaries of Reasons for Listing’ <https:// 
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narrative-summaries> (2020.1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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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공개되지 않는다.139) 유엔에서 제재대상자에 직접 통지하지 않고,

개별 국가에 통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40) 유엔 제재 체제에서 제재대상자의

청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양 제재를 비교하여 알아낸 내용은 제4장에서 유엔 자산

동결 규율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활용한다.

제3절 결어

지금까지 제2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법적 성격을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제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국가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해야 한다.

본 장에서 유엔 제재의 이행 방안으로 기존 법령의 활용, 특별법

제정, 수권법률의 제정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이러한 이행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제3장에서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할 때 활용되고, 제5장에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된다.

본 장에서는 유엔 제재를 세계은행의 제재와 비교하는 분석을

하였다. 세계은행의 제재는 적법절차 보장, 투명성 증진의 측면에서 유엔

제재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4장에서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 활용된다. 다음 장에서는

자산동결 이행의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139)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sanctions/delisting> (2020.11.14. 최종방문).

140) 개별 국가가 제재대상자에 통지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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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산동결 이행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자산동결의 개념

Ⅰ. 자산동결의 의의

1. 자산동결의 의미

‘자산동결’(asset freeze)은 유엔 차원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141)

이러한 상태에서 자산동결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Vera Gowlland

Debbas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특히 의미상

모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42)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경제자원의 의미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의 para.12에서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s)을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실재 또는 잠재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운송수단과 같은 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43) 이 정의는

곧이어 살펴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의 ‘자산동결에 관한 용어 설명’의 내용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144)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자산동결 관련 용어를

141) 자산동결에 대한 영어 표현은 asset freeze, asset freezing, freezing of assets 등 
다양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유엔의 공식 문서에서는 자산동결을 일관되게 asset 
freeze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asset freeze를 영어 표현으로 사용한다.

142)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2, p.51. 
14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016)’ UN Doc. S/RES/2270(2016), 

para.12.
   12. Affirms that “economic resourc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8 (d) of   

    resolution 1718 (2006), includes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actual or potential, which potentially   
    may be used to obtain funds, goods, or services, such as vessels         
    (including maritime vessels)

144) 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자산동결에 대한 용어 설명’(2015)에서 ‘economic resources’는 
“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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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 결의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도 자산동결의 의미를 파악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라크 제재위원회는 2003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 para.23의 이행에 관한 비공식 문서’를 발표했다.145) 이 문서

에서 ‘freezing of funds’를 “그들의 부피, 양, 위치, 소유권, 점유, 성격,

목적지 또는 다른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금을 이동, 이전, 변경,

사용,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funds or other financial

assets’에 대해서는 “금융 자산과 모든 종류의 경제적 혜택”이라고 하며,

현금, 수표, 증권, 채권 등을 예시로 열거하고 있다. ‘economic resources’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금이 아닌 모든 종류의 자산”

으로 보고 있다.146)

알카에다 제재위원회도 2015년에 ‘자산동결에 대한 용어 설명’을

발표했다.147) 이 문서에서는 ‘freeze of funds and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를 “그들의 사용, 변형, 이동, 이전 또는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freeze’에 대해서는 “몰수나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자산동결을 규제할 책임이

있는 자는 자산동결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 부당하게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economic resources’에 대해서는 “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

한다고 하며, 토지, 장비, 가구, 선박, 물품 재고 등을 예로 들고 있다.148)

Al-Qaida Sanctions Committee, Assets Freeze: Explanation of Terms (2015), 
p.4.

145) ‘Security Council Committee Issues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UN Doc. SC/7831 (29 July 2003).

146)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p.1. 

147) 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여행금지에 대한 용어 설명’도 발표하였다. 참고로 캐나다 
Abdelrazik v. Canana 사건에서 ‘여행금지(travel ban)’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의 ‘여행금지에 관한 용어 설명’을 참조. Abdelrazik v. Canad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10] 1 F.C.R. 267, para.129.

148) Al-Qaida Sanctions Committee, Assets Freeze: Explanation of Ter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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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별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공식적인 자산동결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제재위원회의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의 para.12에서 ‘economic resources’를 정의할

때 그대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별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라크 제재위원회의 발표에서도 문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149) 또한 개별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제재위원회마다 서로 다르기도 하다. 예컨대 이라크 제재위원회의

발표에서는 ‘economic resources’를 ‘자금이 아닌’ 자산으로 보았지만, 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서는 같은 용어를 ‘자금이 아닐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관련 협약의 내용도 자산동결의 의미를 파악할 때 활용될

수 있다. 관련 협약에서 자산동결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유엔 제재 고위급 심사에서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150)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제2조 (d), (f)에서 각각 ‘재산’,

‘동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양 협약 제2조 (d)에서 ‘재산’을 “유체물·무체물,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 및 그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 협약 제2조 (f)에서 ‘동결’ 또는 ‘압수’를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pp.2-5.
149)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p.1.
150) ‘유엔 제재 고위급 심사’는 유엔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호주, 핀란드, 독일, 

그리스, 스웨덴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Watson Institute and Compliance & Capacity 
Skill International, LLC, Compendium : High Level Review of United Nations 
Sanctions (2015),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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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양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51) 양 협약에서 ‘재산’과 ‘동결’에 대해 같은 정의를 사용

한다.152)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1조 1.에서는 ‘자금’을

“유형·무형 또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획득되어진 모든 종류의 자산과

전자·디지털방식을 포함하여 그 자산에 대한 권원·권리를 나타내는 모든

형식의 법적 증서”로 정의하고 있다.153)

관련 조약상의 정의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원래 관련 협약의 용어가 자산동결의 의미를 명확히

할 때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 협약의 ‘재산’, ‘동결’,

‘자금’의 정의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로 마련되었을 것이다.154) 세 협약의 많은

체약국은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155) 관련 협약의 용어는 내용상

개별 제재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동결’은

개별 제재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조약의 정의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151) 외교부 공식 번역본 활용.
152) 한국의 외교부 공식 번역본은 양 협약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으나, 양 협약의 영어 원문은 

동일하다.
153) 외교부 공식 번역본 활용.
154)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교섭 기록은 

‘재산’과 '동결' 또는 '압수'에 관하여 여러 선택지가 검토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United 
Nations,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Negotiations for the Elab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to (2006), pp.23-30; United Nations,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Negotiations for the Elab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10), pp.10-18. 

    프랑스, 일본, 영국, 파푸아뉴기니 등이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의
   ‘자금’과 관련하여 견해를 개진하였다.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1/210 of 17 December 1996’, UN Doc. A/ 
54/37 (17 December 1996), pp.12-56.

15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각각 2020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147개, 140개, 132개의 체약국이 
있다.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 <https://treaties.un.org/pages/ 
Home.aspx?clang=_en> (2020.1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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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자산동결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동결을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하여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실재

또는 잠재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의 사용, 이전, 양도,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유엔 자산동결의 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산동결의 중요성

자산동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자산동결은 제재

대상자의 물적 기반을 약화시켜 제재대상자가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56) 제재대상자는 테러리즘, 핵 개발, 내전 등과 같은 유엔

제재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경제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산동결

조치는 제재대상자의 경제자원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유엔 자산동결의 준수를 이유로 제재대상자와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157)

다음으로 자산동결 조치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동결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관련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158) 제재대상자는 자산동결로 인해 재산권,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 청문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159) 제재

156) 이밖에도 자산동결은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재대상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행해진다. Evan J. Criddle, supra note 20, 
pp.586-590.

157) Enrico Carisch et al., supra note 4, p.103. 
158) 자산동결 관련 소송을 제3장, 제5장 등에서 살펴본다. 유엔 안보리의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른 제재가 유엔의 국제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Antonios 
Tzanakopoulos, Disobeying Security Council (Oxford University Press, 2011).를 
참조.

159)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C-402/05 P & C-415/05 P (2008),    
para.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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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아닌 자도 자산동결 조치에 의해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금융 기관은 자산동결 준수를 위해 관련 국가와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 국가의 제재와 관련

없는 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160) 

또한 자산동결은 유엔 제재의 주요 조치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유엔 제재 체제에서 제재대상자의 경제자원을 통제할 필요성을 공유

한다.161)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동결 조치는 여행금지, 무기금수 등 유엔

제재의 다른 조치에 비해 널리 이용될 수 있다.162) 실제로 현행 유엔 제재

체제에서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를 제외하고 모두 자산동결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163)

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돈세탁에 관한 감시 기구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출범

초기에 주로 돈세탁을 논의했으나, 2001년에 테러리즘을 위한 자금조달,

     자산동결이 길어지면 사실상 몰수와 다름없게 된다.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argeted Sanction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2006), p.33; Sidney Yankson, "Starving Terrorists of Their Financial Oxygen 
– At All Costs?", Journal of Money Laundering Control, Vol.13. No.3 (2010), 
pp.283-285. 자산동결은 자산동결 대상자를 구금하지 않고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Hadassa Noorda, "Preventive Deprivations of Liberty: Asset Freezes and Travel 
Bans", Criminal Law and Philosophy, Vol.9, No.3 (2015), p.522.

160) 자산동결이 제재의대상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영향을 준다고 인식은 ‘거짓된 약속’ 
(false promise)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Joy Gordon, "The Not So Targeted 
Instrument of Asset Freeze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33, No.3 
(2019), pp.304-310.

161) 유엔 제재 체제의 목적은 대테러, 갈등 해결, 비확산, 민주화, 민간인의 보호 등이 있다.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p.3-5.

162) 유엔 제재의 다른 조치로 여행금지, 무기금수, 항공 제재, 사치품 제재 등이 있다.
163)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Guinea Bissau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 

org/securitycouncil/sanctions/2048> (2021.01.09. 최종방문).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EU 
제재, 미국에 의한 제재 등에서도 자산동결을 제재의 주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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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업무 영역을 점차 확장

했다. 이 기구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니고, 태스크포스의 형태로 만들어졌다.16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는 자산동결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기구는 1990년 4월에 돈세탁에 관한 40개 권고(Forty

Recommendations)를, 2001년 10월에 테러리즘 자금조달에 관한 8개 특별

권고(Eight Special Recommendations)를, 2012년 2월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 권고를 발표했다.165) 이 기구의 2012년 권고 중 R6은

“테러리즘과 테러리즘 자금조달에 관한 표적 금융제재”에 관한 것이고,

R7은 “확산과 관련된 표적 금융제재”에 관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 기구의

일원으로 이러한 권고를 비중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회원국 수는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37개국이다.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2019년 GDP 순위 1위부터

15위까지의 주요 국가가 모두 이 기구에 가입해 있다.166) 유엔, 세계은행,

OECD, 유럽중앙은행,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들도

이 기구의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167) 이 기구의 권고는 이러한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통하여 특정

국가가 이 기구의 권고를 준수하는지 심사한다. 이 기구는 상호평가에서

‘기술적 이행’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기술적 이행은 이 기구의 권고를 잘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168) 이 기구는 제3차 상호평가까지

16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Who We are’ <https://www.fatf-gafi.org/about/ 
whoweare/> (2020.11.18. 최종방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What We do’ 
<https://www.fatf-gafi.org/about/whatwedo/> (2020.11.14. 최종방문).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 홈페이지의 ‘General Questions’ <https://www.fatf-gafi.org/faq/generalquestions/> 
(2020.11.18. 최종방문). 

16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History of the FATF’ <https://www.fatf-gafi.org 
/about/historyofthefatf/> (2020.11.14. 최종방문).

16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Gross Domestic Product 2019 
(World Bank, 2020), p.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Members and Observers’ 
<https://www.fatf-gafi.org/about/membersandobservers/> (2020.11.14. 최종방문). 

16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Members and Observers’ <https://www.fatf–gafi. 
org/about/membersandobservers/> (2020.11.14. 최종방문).

168) 기술적 이행은 5가지로 이행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① ‘이행’은 기술적 이행에 결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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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이행만을 평가하였다.169) 효과성은 법적, 제도적 체계가 예상된

결과를 내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170)

효과성 평가는 기술적 이행 평가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후 개발되었다. 이

기구는 제4차 상호평가부터 효과성 평가를 활용하였다.171) 이러한 상호평가

결과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친다.17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제3차 상호평가에서 ‘테러리스트 자금동결’

(Freezing of Funds Used for Terrorist Financing)에 관한 기술적 이행을

평가하였다.173) 이러한 평가는 권위 있는 기구가 자산동결의 특정 분야에

관해서 회원국을 등급화해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 국가가

이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면, 자산동결 이행을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174) 이 기구의 회원국 수가 적지 않으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비교법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3개국(독일, 일본, 네덜란드)을 선정해서 그 평가 결과를 살펴본다.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대부분 이행’은 기술적 이행에 사소한 결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부분적 이행’은 기술적 이행에 보통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미이행’은 기술적 이행에 주요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적용 불가’는 국가의 
법적, 제도적 특징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ATF, Methodology for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FATF Recommend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AML/CFT Systems (February 2019), pp.5-13.

169) 제3차 상호평가에서는 기술적 이행만 평가하였다. Ibid., p.5. 
170) 효과성은 4가지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① ‘높은 수준의 효율성’은 “즉각적인 결과가 

많은 부분 달성되고, 사소한 개선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상당한 수준의 효율성’은 
“즉각적인 결과가 상당 부분 달성되고, 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적당한 
수준의 효율성’은 “즉각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주요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낮은 정도의 효율성’은 “즉각적인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사소할 정도로 
달성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Ibid., p.21.

171) Ibid., p.5. 
172) 관계부처합동,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 (2018), p.5
173) 이 기구는 제4차 상호평가부터는 ‘테러리스트 자금동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에 

관하여 기술적 이행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상호평가는 진행 
중이다.

174) 다만 이러한 접근법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테러리스트 
자금동결 평가는 자산동결의 일부 분야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대상 국가마다 상호
평가를 받은 시기에 차이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접근법은 대상 국가들이 상호평가를 받은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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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대상 국가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자금동결’

평가 등급을 확인하여 정리한 것이다. 영국은 가장 높은 등급인 ‘이행’을

받았다. 네덜란드, 미국이 다음으로 높은 등급인 ‘대부분 이행’을 받았다.

독일, 러시아, 일본, 프랑스가 아래 등급인 ‘부분적 이행’을 받았다. 중국은

가장 낮은 등급인 ‘미이행’을 받았다.175) 이를 종합하면, 미국, 영국, 네덜

란드가 전반적으로 자산동결의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유일하게 “기술적 이행에 결함이 없다”라는 ‘이행’ 등급을

받았다.176)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는 이러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으므로, 본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영국의

자산동결 이행은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17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China (29 June 
2007), p.4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France 
(25 February 2011), p.172;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Germany (19 February 2010), p.96;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Japan (17 October 2008), p.6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Russia (20 June 2008), p.5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The Netherlands (25 February 
2011), p.8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9 June 2007), p.7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United States of 
America (23 June 2006), p.59. 

176) 이러한 결과는 영국이 8개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이른 시기에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행

대부분 이행

부분적 이행

미이행
등급
             국가

네덜
란드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표 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가별 테러리스트 자금동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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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는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테러리스트 자금

동결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자산동결 조치가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EU, 및 한국 자산동결 법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의 자산동결 이행에 대하여 논의한다.

Ⅰ. EU

1.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결정과 EU 규정

EU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EU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결정(decision)과 EU 규정(regulation)을

활용한다.177) EU 이사회는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결정으로 제한조치를 한다.

제한조치 중 ‘무기금수’나 ‘여행금지’는 EU 회원국에 의해 직접 이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EU 이사회의 결정(decision)만 있으면 된다. 제한조치 중 ‘자산

동결’이나 ‘수출금지’는 EU의 권한 내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이행을

위해 별도로 EU 이사회의 규정이 필요하다.178)

EU의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대북 제재결의의 이행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14일에 유엔

177)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44. ‘결정’(decision)은 구속력이 있고, 
결정에 특정 대상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대상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규정’(regulation)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접적용이 가능하고, 구속력이 있다.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supra note 47, pp.105-106. 

     자산동결은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 등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홈페이지의 ‘Consolidated 
List of Sanctions’ <https://eeas.europa.eu/topics/sanctions-policy/8442/consolidated

   -list-of-sanctions_en> (2020.11.14. 최종방문).
178)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EU 집행위원회가 EU 규정을 제안하여 채택한다. EU 

규정은 EU 관보에 발표되면 효력이 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actsheet : 
EU Restrictive Measure (201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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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1718호(2006)를 통해 자산동결을 규정하였다[para.8(d)]. EU는

이러한 유엔 자산동결을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결정(Council Decision

2009/599/CFSP)과 EU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다. 이 결정의 부속서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자의 명단을 첨부

하고 있다.179) 이 EU 규정 제6조에서 자산동결을, 이 규정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는 자산동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180) 이후 유엔 대북 제재결의에서

자산동결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결정과 규정이 개정되었다.181)

2. EU의 Kadi 사건

EU의 Kadi 사건은 자산동결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다.182)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267호

(1999), 제1333호(2000)를 채택하여, 알카에다‧탈레반 조직원과 관련자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였다.183) EU 이사회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881/2002]을 활용하였다. 이 규정에서 알카에다‧탈레반과

관련이 있는 개인, 단체에 대해 특정한 제한조치를 부과했다.184) Kadi는

이 조치로 인하여 자산이 동결되었고, 유럽 제1심재판소에 이 조치가 무효

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85)

179) Council Decision 2009/599/CFSP of 4 August 2009 Implementing Common 
Position 2006/795/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nex Ⅰ.

180)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of 27 March 200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6-9. 

181) 아래의 사이트에서는 EU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변화에 따른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결정과 EU 규정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EU 이사회  
홈페이지의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https://www.con 
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history-north-korea/> (2020.11.20. 최종
방문).

182) EU의 자산동결 대상자는 EU 일반·사법재판소에 사법심사를 구하기 전에 유럽이사회 
일반사무국에 지정취소를 구할 수 있다.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151.

183)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T-315/01 (2005), para.14.
184) Ibid., para.27.
185) Ibid., para.37. 유럽 제1심재판소의 명칭은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이후 EU 일반재판소로 변경되었다. EUR-Lex 홈페이지의 ‘General Court’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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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1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의 Kadi 판결에서는

① ‘예비적 문제’, ② ‘문제된 규정의 법적 근거’, ③ ‘유엔 안보리 결의와 EU법

질서 간의 관계’, ④ ‘적법성 심사의 범위’, ⑤ ‘원고의 기본권 침해’ 등이 법적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이 깊은 ③ ‘유엔 안보리

결의와 EU법 질서 간의 관계’, ④ ‘적법성 심사의 범위’, ⑤ ‘원고의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재판소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EU법 질서 간의 관계’에 관하여

EU가 유엔 헌장에 직접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수행할 일반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EU는 공동체 설립조약에 따라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상의 의무에

구속된다고 보았다.186) ‘적법성 심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재판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고, EU법에 비추어 결의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을 간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187)

‘원고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재산권, 청문권,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를 검토하였다. 먼저 이 재판소는 자신의 재산권(right to

property)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8) 이 재판소는

재산권 침해가 강행 규범에 위반되려면, 재산권이 자의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89) 자산동결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결정되었고,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 절차를 통해 심사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190)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하였다.191)

또한 이 재판소는 원고의 청문권(right to be heard)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192) 유엔 제재위원회의 절차는 제재대상자에게 청문권을

eur-lex.europa.eu/summary/ glossary/general_court.html> (2020.12.29. 최종방문).
186)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T-315/01 (2005), para.192-193.
187) Ibid., para.225-226.
188) Ibid., para.252.
189) Ibid., para.242.
190) Ibid., para.244-250.
191) Ibid., para.243.
192) Ibid., para.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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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93) EU 기관은 유엔 안보리와 제재위원회의

문제에 관해 재량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문권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194)

원고의 청문권 침해 주장은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5)

나아가 이 재판소에서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196)

이 재판소는 재판소의 역할이 문제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기본권과 양립

하는지, 유엔 안보리에 의한 조치에 오류가 없는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197) 원고에 대한 사법구제 제도가 없다고 하여, 그 자체로 강행규범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198) 이 재판소는 Regulation (EC) No.

881/2002에 대한 소를 기각하였고, Kadi는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하였다.

유럽 제1심재판소가 이 판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강행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간접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EU법 사이의 충돌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EU가 유엔 헌장의 권한에 충실하면서,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가 있다.199) 하지만 유럽 제1심재판소의 강행규범 논리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유엔 안보리가 강행규범에 위반될 만한 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 제1심재판소의 입장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200) 유럽 제1심재판소가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강행 규범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201)

193) Ibid., para.267.
194) Ibid., para.258.
195) Ibid., para.275.
196) Ibid., para.291.
197) Ibid., para.283-284.
198) Ibid., para.285-286.
199) Grainne de Burca, supra note 21, p.22.
200) Marko Milanovic, “Norm Conflict in International Law: Whither Human 

Right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 20, No.1 (2009), 
p.93.

201)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6조(a)을 근거로 강행규범의 적용 또
는 해석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Ramses A. Wessel, "Editorial: The 
UN, The EU, and Jus Coge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Vol.3, 
No.1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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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EU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므로, EU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EU법 질서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국제협약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EC 조약의 헌법상의 원칙을 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202) 유엔 헌장상 의무가 국제법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문제된 규정에 관하여 관할권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203) 유엔 제재

체제에서 재검토 절차가 있어도, 공동체의 법질서에 대한 관할권을 일반적

으로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204) EU 사법재판소는 유럽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서 문제된 규정이 강행규범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 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205)

또한 EU 사법재판소는 원고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심사

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원고의 청문권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재판소는 문제된 규정의 부속서에 원고의 이름을 추가하게 된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알려주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였다.206) EU 이사회는

원고에게 제한조치를 할 때 사용된 불리한 증거를 알려주지 않아서, 방어권

특히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였다.207) EU 사법재판소에서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다.208) 이 재판소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다툴 수 없었다고 하였다.209) 이와 더불어 EU

사법재판소는 원고의 재산권도 침해되었다고 보았다.210) 이 재판소는 자산

동결 조치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했다고 하였다.211) 원고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어도 이를 권한 있는 당국에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한조치는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보았다.212) EU

202)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C-402/05 P & C-415/05 P (2008),    
para.285.

203) Ibid., para.300.
204) Ibid., para.321.
205) Ibid., para.327.
206) Ibid., para.345.
207) Ibid., para.348.
208) Ibid., para.351.
209) Ibid., para.349.
210) Ibid., para.371. 
211) Ibid., para.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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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를 종합하여 문제된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213)

이러한 EU 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은 유엔 활동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인권에 관한 중요 판결이다.214) 이 판결은 유엔 안보리가 무제한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15) 이 판결은 EU 규정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도, 기본권을 준수하지 않으면 EU법에

따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EU의 멜라트은행 사건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자산동결에 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5장에서 한국과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비교·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EU 멜라트은행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상업 은행이다. EU는 이란의 핵확산과 관련하여 멜라트은행에 대해 자산동결

등 일련의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EU 이사회에 자신의 이름을 명단

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멜라트은행은 2010년 10월 7일에

212) Ibid., para.369-370. 
213) Ibid., para.372. 
     이 판결에서 문제된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지만, Kadi는 Regulation (EC) No. 

1190/2008이 채택되면서 자산동결의 대상으로 다시 지정되었다. Kadi는 리스트 수정 및 
보충 권한의 문제, 소급 입법, 비례성의 원칙 등을 이유로 Regulation (EC) No. 
1190/2008의 무효를 구하였다. 이 사건은 제7재판부의 재판장이 등록부에서 이 사건을 
지우라고 명령하여 종결되었다. Case T-45/09: Action Brought on 30 January 2009 - 
Al Bar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mmission. OJ C 153, 4.7.2009, pp.39-40. 
Case T-45/09: Order of the General Court of 22 March 2010 — Al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mmission, OJ C 148, 5.6.2010, p.51.

214) Grainne de Burca, supra note 21, p.4.
215) Misa Zgonec-Rozej, "UN Security Council - Counterterrorism Sanctions - Al 

Qae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 - Freezing Assets - Judicial Review 
of the UN Security Council's Decisions -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 Fundamental Human 
Rights - Right to Property -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view - Right to Be 
Hear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3, No.2 (2009), p.311.

    이 사건이 EU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Takis Tridimas and Jose A. Gutierrez-Fons, "EU Law,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Terrorism: The Judiciary in Distres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32, No.2 (2008), 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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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치를 대상으로 EU 일반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216) EU 일반재판소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217) EU 이사회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218) EU 사법재판소는 EU 이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219)

EU 일반재판소(General Court)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는 ① ‘비EU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 ② ‘문제된 조치에 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

③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 ④ ‘제한조치의 채택에 관한 평가의

명백한 오류’, ⑤ ‘비례성 원칙’ 등이 법적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

동결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② ‘문제된 조치에 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 ③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 ④ ‘제한조치의 채택에

관한 평가의 명백한 오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EU 일반재판소는 EU 이사회가 멜라트은행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하면서 ‘이유를 제시할 의무’(obligation to state reasons)를 위반

했다고 보았다.220) 멜라트은행은 제한조치가 시행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21) 이 재판소에 따르면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관련자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222) 제한조치의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223) 제한조치의 ‘여섯 번째 이유’는 관련 인물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일곱 번째 이유’는 관련 거래·단체에 대한 세부 내용을

216)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p.2-3(para.1-18). 
217) 이 재판소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를 특별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Ibid., 

p.17(para.140).
218) EU 사법재판소로의 항소는 EU 일반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통지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EU 사법재판소 규정 제56조). Statute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56.

219) Council v Bank Mellat, Case C-176/13 P (2016), p.21(para.130). 
220)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10(para.77).
221) Ibid., p.10(para.70).
222) Ibid., p.7(para.49).
223) Ibid., p.10(para.73). 
     두 번째 이유 : “원고는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월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에 참여하였다.” 
     세 번째 이유 : “원고는 유엔과 EU 명단에 오른 단체, 단체를 위하거나 지시를 받는 

단체, 그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단체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Ibid., pp.9- 
10(par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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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224)

다음으로 EU 일반재판소에서 멜라트은행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가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다.225) 원고는 정보 등이

불충분하게 제공되어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226) 이 재판소는 원고에게 ‘세 번째 제안’이 늦게 통지

되어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227)

나아가 EU 사법재판소는 EU 이사회가 멜라트은행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결정할 때 ‘평가의 명백한 오류’(manifest error of assessment)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 재판소에서는 자산동결 조치는 멜라트은행이 국영은행

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결정되었다고 하였다.228) 멜라트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자 Novin Energy Company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란 핵확산과

관련성을 몰랐다고 하였다. 멜라트은행은 Novin Energy Company에 대한

제한조치가 채택되자, Novin Energy Company과 거래를 종료했다고 하였다.229)

EU 일반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문제된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230) EU

이사회는 EU 사법재판소에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EU 일반재판소의 ‘문제된 조치에 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에 관한 판단을 지지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EU 이사회가 제한

조치의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여섯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231) 그러나 EU 이사회가 ‘일곱 번째 이유’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232)

224) Ibid., p.10(para.76). 
     여섯 번째 이유 : “원고는 항공 산업 기구 관리와 이란인 조달 요원의 계좌를 관리

하였다.” 
     일곱 번째 이유 : “원고는 최소한 2003년 이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의 

달러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였다.” Ibid., p.10 (para.67-68).
225) Ibid., p.13(para.105).
226) Ibid., p.12(para.93).
227) Ibid., p.12(para.96). 
     ‘세 번째 제안’은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고, 제한조치의 채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Ibid., p.10(para.69).
228) Ibid., p.14(para.113).
229) Ibid., p.15(para.119).
230) Ibid., p.17(para.140).
231) Ibid., p.14(para.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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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에서 EU 일반재판소 판결은 ‘제한조치의 채택에 관한 평가의

명백한 오류’와 관련하여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판결의 주요 부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233) EU 사법재판소는 EU 일반재판소 결론의

근거 중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정보 등을 잘못 평가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

하였다.234) EU 사법재판소에서는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에 관해

EU 일반재판소와 의견을 같이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권리가

‘세 번째 제안’이 멜라트은행에 늦게 통지된 것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하였다.235) EU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EU 이사회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236)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에 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할 때 관련 인물, 단체, 거래를 특정하고 세부사항까지 제공

했어야 했다고 보았다. 유엔 안보리에서 자산동결 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도

이 정도로 이유를 자세히 제공하지 않는다.237) 이것은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지정 이유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줘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EU 일반·

사법재판소가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38)

232) Ibid., p.13(para.71).
233) Ibid., p.21(para.129). 
     EU 이사회가 항소심에서 기밀 정보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EU 이사회는 

멜라트은행이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도왔다는 정보는 비밀 정보원에서 나왔다고 항변하였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원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기밀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EU 일반재판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쟁점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Ibid., p.20 (para.115-117).

234) Ibid., p.21(para.127).
235) Ibid., p.14(para.82).
236) Ibid., p.21(para.130).
237) 예컨대 유엔 안보리는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 백창호에 대해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였다.”고 지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백창호가 어느 개인, 단체와 
어떠한 거래 등을 통해서 참여 또는 지원하였는지 알 수 없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Paek 
Chang-Ho’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materials/summaries/ 
individual/paek-chang-ho> (2020.11.14. 최종방문).

238) Maziar Peihani 교수는 유럽 멜라트은행 사건이 유엔 안보리 체제에 대한 “강한 사법적 
저항”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집단안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책임성과 적법절차의 부족이 
묵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Maziar Peihani, “From Kadi to Bank Mellat: Iran 
Sanctions and the Revival of the Due Process Dilemma”,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8 (2017),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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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제한조치의 채택에 관한 평가의 명백한

오류’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 EU 이사회가 자산동결

조치를 할 때 멜라트은행이 국영 기업인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멜라트

은행이 국영 기업이라도 핵 개발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고, 사영

기업이라도 핵 개발을 지원했으면 자산동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U 일반·

사법재판소에서는 자산동결 조치의 핵심 근거가 아니더라도, 잘못 평가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EU 일반·사법재판소는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는

‘세 번째 제안’이 멜라트은행에 늦게 통지된 점이 문제가 되었다. ‘세 번째

제안’은 2010년 9월 13일에 이미 통지되었던 두 제안과 비교할 때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 않았다.239) 즉, EU 일반·사법재판소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늦게 통지했으면,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자산동결이 된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240)

4. 유럽 인권재판소 : Al-Dulimi 사건

유럽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자산동결에

관한 사법심사를 살펴보기 위해, Al-Dulimi 사건을 검토한다.241) 이 사건은

239)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10(para.69).
240)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제5장에서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을 검토한다.
     참고로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도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15(para.28). 본 장에서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다.

241) 유럽 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하여 제한조치를 심사할 수 있다. 이 재판소는 
유럽의 기본권 보호 시스템을 확립했다.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p.204-207. 

     이 재판소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관한 당사국 책임을 결정하는 도구를 개량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Linos-Alexander Siciliano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acing the Security Council: towards Systemic Harmonization",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6, No.4 (2017), 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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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Al-Dulimi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 Al-Dulimi는 과거 이라크

비밀 정보국의 자금 책임자로 일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의 para.23를 통해 전 이라크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또는 경제자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자산동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2002년 10월 30일에 “고위 공직자나 정부나

그 공무원의 통제나 관리하에 있는 회사에 속하는 자산과 경제자원을

동결”하도록 하였다. 1518 제재위원회는 2004년 4월 26일에 원고를 자산

동결 명단에 추가했다.242) 첫 번째 신청자는 1518 제재위원회에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스위스는

2006년 5월 22일에 원고의 제네바 내 자금의 몰수‧이전에 대한 초안 결정을

내렸다. 스위스 연방 경제국은 스위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구속되므로,

원고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려면 제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스위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243)  
유럽 인권재판소 제2재판부에서 본안 전 문제로 유럽인권협약상

보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의 양립 가능성을 판단하였다.244) 이 재판부는

알카에다 제재 체제에서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절차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제최소기준에 미달한다는 유엔 특별 보고자의 평가를 소개

하였다.245) 특히 이라크 제재 체제에서는 옴부즈퍼슨 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유엔 제재 체제에서 제공되는 보호는 유럽인권협약

에서 제공되는 보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246) 이러한 이유로 동등한

242) 원고 Al-Dulimi의 정식 이름은 Mr. Khalaf M. Al-Dulimi이다. 이 사건의 다른 원고 
Montana Management Inc.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Al-Dulimi는 Montana 
Management Inc.의 전 상무이사였다. Case of Al-Dulimi and Montana Man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26 November 2013), pp.1-4 
(para.1-17). UN Doc. S/RES/1483(2003), para.23.

243) Case of Al-Dulimi and Montana Man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26 November 2013), pp.4-5(para.12-33).

244) Lorenzen, Raimondi, Jociene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스위스 정부가 처음부터 대재판부
에서 판결하는 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였다. Ibid., p.68(Dissenting 
Opinion : Judge Lorenzen, Raimondi, Jociene).

245) Ibid., p.55(para.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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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는다는 추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본안 판단을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247)

유럽 인권재판소 제2재판부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248) 이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소송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249) 원고

들은 자산 몰수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스위스 법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적 이행을 이유로 본안 심사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판

청구권은 제한되었다.250) 이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산을 상당한 기간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으로 다투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251) 스위스 정부는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내는 등의 용도로 자산을

이용하는 것을 승인해 준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상황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법구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52) 유엔 차원

에서 효과적인 사법심사가 없는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유엔 제재를 국내

법원에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53)

이밖에도 원고들은 청문권, 무죄 추정의 원칙(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재판부는 통지가

되지 않아서 청문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254)

246) Ibid., p.56(para.120).
247) Ibid., p.56(para.121-122).
248) Ibid., p.59(para.135).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시민권, 의무, 어떠한 형사 혐의를 결정할 때,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공정한 공청회를 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orenzen, Raimondi, Jociene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을 위반
하지는 않았지만, 제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국제 인권의 관점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Ibid., pp.69-70(Dissenting Opinion : Judge Lorenzen, Raimondi, Jociene).

249)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이지는 않고,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각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재판소가 이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Ibid., pp.57-58.(para.123-124).

250) Ibid., p.56(para.126-128).
251) 원고들은 지정취소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bid., pp.58-59(para. 

131-132).
252) Ibid., p.59(para.133).
253) Ibid., p.59(para.134).



- 58 -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 범죄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255) 유럽 인권재판소 제2재판부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제2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이후 대재판부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256)

유럽 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있는지, 적법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판청구권을 제한받은

것이 명백하고, 당사자들도 이에 동의한다고 하였다.257)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스위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재판부는 스위스 국내 법원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원고들의 판단을 거절하였다고 하였다.258)

유럽 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에서는 스위스가 의무 충돌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259) 국가들은 의무가 새로 만들어져도 기존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판례법상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의무가

만들어졌을 때 최대한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려 한다고 하였다.260) 이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유럽인권협약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261)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였다.262)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의 para.23은 조치에 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263) 스위스는 의무 충돌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재판부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와 유럽인권협약상의 의무

간의 위계질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254) Ibid., p.59(para.136).
255) Ibid., p.60(para.137).
256) Case of Al-Dulimi and Montana Man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21 June 2016), p.2(para.7).
257) Ibid., p.64(para.131).
258) Ibid., p.65(para.133).
259) Ibid., p.71(para.149).
260) Ibid., p.66(para.138).
261) Ibid., p.67(para.139).
262) Ibid., p.67(para.140).
263) Ibid., p.71(para.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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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264)

유럽 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265) 원고들은 본안 심사를 받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자산동결 대상자 지정의 자의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받았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았다.266) 재판부는 원고들이 오랫동안 자산 이용을

제한당한 상태에서 이를 사법적으로 다투지 못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267) 유엔 제재 체제는 유엔 특별 보고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였다.268) 스위스 정부가 원고들의 상황을 배려

하는 조치를 일부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원고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69)

유럽 인권재판소의 Al-Dulimi 판결에서 원고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원고들이 자산동결을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게 보장하였다. 원고들은

2006년 11월 16일에 스위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270) 스위스 연방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스위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를 이행하면서

유엔 제재위원회의 지정 절차나 사유 등을 심사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다.271) 스위스는 원고들이 유엔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조력하였다. 스위스 당국은 원고들이 지정취소 절차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자산동결의 예외도 인정해 주었다.272) 유럽

264) Ibid., p.71(para.149).
265) Ibid., p.72(para.155).
266) Ibid., pp.71-72(para.151).
267) Ibid., p.72(para.152).
268) Ibid., p.72(para.153).
269) Ibid., p.72(para.154). 
270) Ibid., p.7(para.26). 
271) 원고들에 관한 스위스 판결은 아래의 판결문(영문 번역본)을 참조. Federal Court 

judgments of 23 January 2008, Case of Al-Dulimi and Montana Man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26 November 2013), p.13에서 재인용.

    스위스 연방법원은 강행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엔의 법질서를 지지하는 고전적 
국제주의자의 태도를 취했다. Stefan Kadelbach,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Eur. Ct. H.R.)”,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55, No.6 
(2016), p.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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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판소 판사 Judge Nussberger는 반대의견에서 스위스가 이것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였다. 스위스는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구속받고

있었고, 유엔 시스템을 훼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73)

하지만 원고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ase of Zubac v. Croatia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재판

청구권은 법치주의와 자의적 권력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보았다.274)

스위스 연방법원은 본안에서 원고들이 지정된 것이 타당한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았다. 이 법원에서는 단순히 원고들의

이름이 제재위원회의 명단에 있는지만 확인하였다.275) 이러한 사법심사만으로

자의적 권력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스위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276) 스위스가 원고들의 지정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한다고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수의견에서 언급한대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사법

심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스위스 당국이 원고들의 지정취소 절차를 조력한

것은 기본권 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원고의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사실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였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보며, 유럽 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Al-Dulimi 판결은 유엔 안보리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272) Case of Al-Dulimi and Montana Man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21 June 2016), p.15(para.31). 

273) Ibid., pp.146-148(Dissenting Opinion : Judge Nussberger).
274) Case of Zubac v. Croatia, Application no. 40160/12 (5 April 2018), p.24 

(para.76).
275) Case of Al-Dulimi and Montana Man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21 June 2016), p.71(para.150).
276) 유럽인권협약상 '재판청구권'에 관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헌 

참조.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ide on Article 6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ight to a Fair Trial (2020), pp.22-34; William 
A. Schaba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pp.28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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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277) 이 판결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충돌을 하더라도, 인권 보호에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278)

Ⅱ. 미국

1. 관련 법률 : 유엔참여법과 국제긴급경제권법 등

미국은 수권법률과 기존 법령을 이용해서 유엔 안보리의 자산

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수권법률인 유엔참여법(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을 활용하고 있다.279) 유엔참여법 제5조 (a)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라 결정하고

유엔 헌장 하의 결정에 효력을 주기 위해 이용되는 조치를 적용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의해 요청될 때마다, 대통령은 경제관계 등 … 조사, 규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0) 이 조항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따른 유엔 헌장 제7장상 조치에만 적용될 수

277) Alexander Orakhelashvili, "Al-Dulimi v. Switzerlan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0, No.4 (2016), p.774.

278) Stephan Hollenberg, "The Diverging Approach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Cases of Nada and Al-Dulimi",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4, No.2 (2015), p.459. 

279) 미국은 유엔 제재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유엔 제재를 지지
하고,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108., Richard Nephew, supra note 45, p.106. 

280)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 22 U.S.C. 287c § 5(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any other law, whenever the United States 

is called upon by the Security Council to apply measures which said Council 
has decided, pursuant to article 41 of said Charter,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under said Charter, the President may, to the 
extent necessary to apply such measures, through any agency which he may 
designate, and under such orders,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him, investigate, regulate, or prohibit, in whole or in part, 
economic relations or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any foreign country or any national 
thereof or any person therein and the United States or any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or involving any proper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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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81)

미국은 기존 법령을 활용해서도 자산동결을 이행하고 있다.282) 국제

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미국

금융제재의 주요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283) 국제긴급경제권법 제202조(a)에서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부여된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경제에 관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4) 국제긴급경제권법

제203조(a)에서 미국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법 제202조의 상황에서 조사·

규제·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5)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국가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유엔 자산동결과 관련된 개인, 단체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286) 이밖에도 미국은 유엔 자산동결 이행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이용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을 반테러

리즘과 효과적인 사형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미국 적국대항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국가긴급법(National Emergencies Act), 북한제재 및 정책

향상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등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287)

281) Andreas F. Lowenfeld, supra note 130, p.608. 
282) 미국 대통령은 자산동결 등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활용한다. 행정명령은 

자산동결의 법적 근거가 되어 자산동결 대상자의 자금, 경제 자원 등을 봉쇄한다. 예컨대 
미국은 자산동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para.8(d)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
명령 제13382호를 사용하였다. 해당 행정명령 서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 국가
긴급경제권법, 국가긴급법 등의 근거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 제1조 (a), (b)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재산 등이 봉쇄되고, 
미국인과의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하였다. Committee of Legal Adviser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HDI), United States (2012), p.1; UN Doc. S/AC.49/2006 
/11 (30 November 2006), p.5; Executive Order 13382 - Blocking Propert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and Their Supporters, preamble, 
Section 1 (a), (b).

283) Andreas F. Lowenfeld, supra note 130, pp.610-611.  
284) 미국 대통령은 1977년 이래로 총 59회 국가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첫 번째 국가 긴급

사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인질 사건과 관련하여 선포하였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 (2020), pp.17-18.

285)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2 § 203(a).
286) Richard Nephew, supra note 45, p.106.
     국제긴급경제권법의 권한과 유엔참여법의 권한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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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di v. Geithner 사건

미국 자산동결에 관한 사법심사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Kadi v. Geithner 사건을 통하여 살펴본다.

Kadi v. Geithner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Kadi는 사우디아리비아

국민으로 사업가로 활동하였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001년 10월 12일에 국제긴급경제권법과 행정명령 제13224호를

근거로 Kadi를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로

지정하였다.288) Kadi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이러한 미국

해외재산통제국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289)

미국의 Kadi v. Geithner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① ‘행정절차법

주장’, ②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③ ‘적법절차 원칙’, ④ ‘표현·결사의 자유’,

⑤ ‘모호함과 광범위성’ 등이 검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성이 높은 ① 행정절차법 주장’, ③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법원은 Kadi의 ‘행정절차법 주장’에 관해 해외자산통제국의 지정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했다.290) Kadi는 증거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지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는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해외자산통제국의

결정을 사법심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교 정책이나 안보의 문제는

287)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의 ‘North Korea Sanctions’ <https://home.treasury.gov/ 
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
north-korea-sanctions> (2020.11.14. 최종방문).  

288) 미국 해외재산통제국은 재무부 부서로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특별지정국민을 지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제재 이행과 민사 집행을 감독한다.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109.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로 지정되면, 미국인과 거래 및 미국 내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의 ‘Terrorism Designations FAQs’ <https:// 
www.state.gov/terrorism-designations-faqs/> (2020.12.05. 최종방문).

289) Kadi v. Geithner 42 F.Supp.3d 1 (D.D.C. 2012), pp.5-6. 이 사건은 EU Kadi 사건의 
동일한 당사자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290)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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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1) 이 법원에서 공개·

비공개 자료를 검토하여, Kadi가 테러 자금의 제공에 관여했다고 보았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이 관련 자료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았다.292)

이 법원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다.293) Kadi는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증인을 반대 심문

하지 못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294) 이 법원은

Kadi가 청문권을 보장받았다는 점은 그의 제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비록 비공개 자료를 받지 못하였어도, 관련 증거들을 반박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가 해외자산통제국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므로, 적법절차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295) 이 법원에서

Kadi의 일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였다.296) Kadi는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를 취하했다.297)

비교법적 관점에서 당사자가 문제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의 Kadi v. Geithner 판결과 EU 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298) 양 판결은 우선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Kadi v.

Geithner 판결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행정권의 존중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해외자산통제국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언론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재산통제국의 결정을 지지

하였다. 이에 대해 해외재산통제국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지정에 대한 사법

291) Ibid., p.10.
292) Ibid., p.18.
293) Ibid., p.30.
294) Ibid., p.28.
295) Ibid., pp.29-30.
296) Ibid., p.43.
297) Kadi v. Geithner Not Reported in F.3d 2012 WL 3243996 (D.C. Cir. 2012), 

Committee of Legal Adviser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HDI), United States 
(2012), p.1.

298) EU 사법재판소의 Kadi 사건을 분석한 자료로 Juliane Kokott and Christoph 
Sobotta, “The Kadi Case-Constitutional Core Values and International Law 
-Finding the Bala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No.4 
(2012); Clemens A. Feinaugle, “Commission v. Kadi”,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7, No.4 (2013); Koen Lenaerts, “The Kadi Saga and 
the Rule of Law within the EU”, SMU Law Review, Vol.67, No.4 (2014)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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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약화한다는 평가도 있다.299) 실제로 미국

에서 제재를 사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300) 하지만

미국 법원이 행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지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도외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국 판례에서도 해외자산

통제국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매년 수백 명을 지정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301) 이와

달리 EU 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에서는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청문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Kadi의 주장을 인정하여,

문제된 규정을 무효라고 하였다.302) 이 판결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때에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 판결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절차가 다르다. 미국의 Kadi v.

Geithner 판결에서는 미국 국내 차원에서 해외재산통제국의 지정만이 문제

되었다. 즉, 미국의 이행 관련 기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한

절차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판결에서는 유엔의 지정

제도를 검토하기보다는 미국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해외자산통제국의

지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303) 이와 달리 EU 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

에서는 EU 차원의 지정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의 지정도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Kadi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한 절차도 논의의

299) Douglas Cantwell, “A Tale of Two Kadis: Kadi Ⅱ, Kadi v. Geithner & U.S. 
Counterterrorism Finance Efforts”,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53, No.3 (2015), p.690.

300)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231.
301) Elena Chachko, "Due Process Is in the Details: U.S. Targeted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3 (2019), pp.161-162. 

     Al Haramain Islamic Foundation, Inc. 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사건
에서 원고에 대한 지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해외자산통제국이 적법절차에 관한 수정
헌법 제5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Al Haramain Islamic Foundation, Inc. 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686 F.3d 965 (9th Cir. 2012), p.1001. Kindhearts 
v. Geithner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임시 지정이 적법절차에 관한 수정헌법 제5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Kindhearts v. Geithner, 647 F. Supp. 2d 857 (N.D. Ohio 
2009), pp.918-919.

302)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C-402/05 P & C-415/05 P (2008), 
para.285.

303) Kadi v. Geithner 42 F.Supp.3d 1 (D.D.C. 2012),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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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보았다.304) 이러한 이유로 이 판결에서는 유엔 제재위원회, 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의 유엔 제재 시스템까지 검토하였다.305)

Ⅲ. 영국

1. 관련 법률 : 유엔법과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등

영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유엔법(United Nations

Act 1946)과 같은 수권법률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법 제1조

제1항에서 정부에 유엔 헌장 제41조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2001) 등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법을 근거로 테러리즘 (유엔 조치) 명령[The

Terrorism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9]을 발표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HM Treasury v Ahmed 사건에서 Terrorism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6와 Al-Qaida and Taliban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6이 모두 ‘권한 유월’(ultra vires)이라고 보았다.306) 이 판결은 의회가

유엔법 제1조 제1항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지정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07)

304)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C-402/05 P & C-415/05 P (2008), para. 
348.

305) Ibid., para.321-324.
306) HM Treasury v Ahmed & Ors [2010] UKSC 2, p.41(para.81).
     HM Treasury v Ahmed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항소인들은 Terrorism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6 (SI 2006/2657)와 Al-Qaida and Taliban (United 
Nations Measures) Order 2006 (SI 2006/2952)에 따라 지정되었다. 이러한 명령들은 
유엔법 제1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명령’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Ibid., pp.3-21(para.1-40).

     이 사건의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각각 A, K, M, Q & G v HM Treasury 
[2008] EWHC 869 (Admin), A, K, M, Q & G v HM Treasury [2008] EWCA Civ 
1187을 참조.

307) HM Treasury v Ahmed & Ors [2010] UKSC 2, p.73(para.185). 
     영국 대법원의 HM Treasury v Ahmed 판결이 자산동결 체제의 절차적 한계를 확인해 

주었다는 분석이 있다. 영국 대법원의 HM Treasury v Ahmed 판결에서 EU법의 우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Michelle Gallant, “Funds, Rights and 
Terror: Her Majesty's Treasury v Mohammed Jabar Ahmed and Others”,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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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인해 유엔법의 입법 장치로서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었다.308)

이외에 영국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

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등 다른 법률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제재는 체제별로 이루어진다. 영국에는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26개의

금융제재 체제가 있다. 그중에 “테러리즘과 테러자금조달” 체제가 있고, 관련

법률로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Terrorist Asset Freezing etc. Act 2010),

반테러리즘법(Counter Terrorism Act 2008), 반테러리즘 범죄 안보법(Anti

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이 있다.309)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던 ‘영국의 테러

리스트 자금동결 법령’ 중 일부이다.310) 이 법률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먼저 자산동결의 기본 내용에 관한 조항을 살펴본다. 이 법률

제11조에서 자금과 경제자원의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산동결의 내용으로 금지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거래하다(deal with)’를 예시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311) 이 규정은 자산동결의 의미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여, 명확성을

Law Journal, Vol.21, No.3 (2010), p.574., Christina Eckes and Stephan Hollenberg, 
“Reconciling Different Legal Spheres in Theory and Practice: Pluralism and 
Constitutionalism in the Cases of Al-Jedda, Ahmed and Nada”,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Vol.20, No.2 (2013), p.240.

308)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58.
     알카에다·탈레반 제재 체제는 그동안 영국의 테러리즘에 관한 명령에 의해 규정되었다. 

영국 대법원의 HM Treasury v Ahmed 사건이 등장하면서,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이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영국 의회 홈페이지의 ‘Constitution Committee Contents’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011/ldselect/ldconst/25/2503.htm> 
(2021.01.03. 최종방문).

309) Richard Gordon et al., supra note 22, pp.62-69. 
310)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법의 영문 명칭은 ‘Terrorist Asset Freezing etc. Act 

2010’이다. 이 법률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2001), 1452호(2002)를 대상으로 한다(테러
리스트 자산동결법 제42조 제2항).

     제3장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테러리스트 자금동결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이행(C)을 받았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9 June 2007), p.77.

311) 11 자금과 경제자원의 동결
   (1) 개인은 개인이 그러한 자금 또는 경제자원을 거래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지정된 개인이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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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있다. 이 법률 제39조에서는 ‘자금’과 ‘경제자원’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312) 이 법률 제40조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313)

다음으로 자산동결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 이 법률의

제16조에서 자산동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314) 이 규정은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 규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452호(2002)의 para.2에서 규정한 면제 사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결의의 para.1에서 규정한 기본비용과 특별비용에 관한 면제 사유를 반영

하고 있지는 않다.315) 이 규정은 다양한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 중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원을 거래해서 아니 된다.
   (2) 제1항의 “거래하다”는 의미한다.
    (a) 자금에 관해서
     (ⅰ) 이용, 변경, 이동, 접근의 허용, 또는 이체
     (ⅱ) 부피, 양, 장소, 소유권, 점유, 성격 또는 지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거래하거나
     (ⅲ) 포트폴리오 관리를 포함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다른 변화를 만듦
    (b) 경제자원에 관해, 교환이나 자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환으로 사용
312) 39 Meaning of "funds" and "economic resources"
  (1) In this Part, "funds" means financial assets and benefits of ever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 (h) (생략)
313) 40 Meaning of "financial services"
  (1) In this Part, "financial services" means any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ⅰ) ~ (ⅴ) (생략)
      (b) (ⅰ) ~ (ⅻ) (생략)  
314) 16 예외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금지는 동결된 계좌에 입금하는 관련 기관에 의해서 위반  

   되지 않는다.
    (a) 계좌로 인한 이자 또는 여타 소득, 또는
    (b) 체결된 계약, 합의 또는 의무로 인한 지급
31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52(2002)’ UN Doc. S/RES/1452(2002).
    2.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1999)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90(2002)의 1항, 2항(a)의 규정에 대상이 되는 계좌의 추가를 참작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

     (a) 그러한 계좌로 인한 이자 또는 여타 소득, 또는     
     (b) 그러한 계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1999), 1333호(2000) 또는     

     1390호(2002) 규정의 대상이 된 날 이전에 발생한 계약, 합의 또는 의무로 인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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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산동결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분석한다. 이 법률에서

통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3조(1)(a)에서 최종 지정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6) 이 법률 제43조에서 ‘통지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비

하고 있다.317) 이러한 규정은 자산동결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끝으로 자산동결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 이 법률 제47조

에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종료되면, 재무부가 이를 폐기할 명령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18) 여기서 ‘편(part)’은 제1편 ‘테러리스트

자산동결’을 의미한다.319) 이 규정은 유엔 제재 체제가 종료되면, 지정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자산동결의 실체적 쟁점과 절차적 쟁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320)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16) 3 최종 지정의 통지
   (1) 재무부가 어떤 사람의 최종 지정을 내릴 때, 그들은
    (a) 지정된 사람에 대해 지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b) 지정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7) 43 통지 서비스
   (2) 그러한 통지가 제공될 수 있다.
    (a) 그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에 보냄으로써, 또는
    (b) 그 사람이 기업체, 파트너십, 파트너십 아닌 법인화 되지 않은 단체일 때, 단체의 등록  

    되거나 주된 사무실 또는 관계 파트너십에 보냄으로써,
   (3) 재무부가 그 사람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처음 가능한 기회에  

   그 사람에게 통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318) 47 편(Part)을 폐기할 권한
   (1) 이 절(section)는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영구적이고 대체 없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하는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적용된다.

   (2) 재무부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의회에 (전부 또는 일부) 이 편(Part)을 폐하는 초안 명령을  
   제출해야 한다.

319)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이고, 제2편은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돈세탁 등이며, 제3편은 최종 조항이다. 

320) 본 논문에서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은 ‘Bank Mellat v Her Majes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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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37호(2006), 1747호(2007)를 발표하여,

이란의 핵확산과 관련된 개인,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을 하였다.321) 영국의

반테러리즘법 제62조에서 영국 재무부가 핵확산 등의 행위에 관하여 명령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322) 영국 재무부는 2009년 10월 9일에

Financial Restrictions (Iran) Order 2009 SI 2009/2725을 제정하였다. 이

명령은 3일 후에 발효되었고, 멜라트은행과의 거래는 금지되었다.323) 영국

반테러리즘법 제63조 제2항에서 금융제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는 영국

고등법원에 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324)

멜라트은행은 2009년 11월 20일에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325)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은 절차적 이유와 관련하여

반테러리즘법의 Schedule 7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영국의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멜라트은행의 청문권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326)

이 법원은 반테러리즘법 제63조에서 소송을 허용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327) 이 법원에서 실체적 이유에 관하여 멜라트은행이

주의해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328) 이 법원은

Treasury (No. 1)’이 아닌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1)에서는 대법원이 
재판을 '폐쇄된 자료 절차'(Closed Material Procedure)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다. 
‘폐쇄된 자료 절차’는 자료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밀에 해당할 때 증거 제출이나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견(9명 중 6명)은 대법원에서 폐쇄된 자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1) [2013] 
UKSC 38, p.3(para.1-2). Kirsty Hughes, “Judicial Review and Closed Material 
Procedure in the Supreme Court”, Cambridge Law Journal, Vol.72, No.3 (2013), 
p.429.

321)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2(para.2).
322) Ibid., p.3(para.4).
323) Ibid., p.4(para.7). 
     멜라트은행의 자회사가 유엔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멜라트은행은 유엔의 제재

대상자가 아니었다. UN Doc. S/RES/1929(2009), AnnexⅠ.
324)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4(para.6). 
325) Ibid., p.5(para.10). 
326)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2010] EWHC 1332 (QB), p.4(para.5).
     영국 반테러리즘법의 Schedule 7은 ‘테러리스트 자금조달과 돈세탁’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의미한다.
327) Ibid., p.4(para.6).
328) Ibid., p.11(par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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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령이 이란 핵 개발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329) 이 법원에서 문제된 명령을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 멜라트은행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다.330)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실체적 이유와 관련하여 문제된

명령이 적법한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331) 이 법원은

멜라트은행이 핵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명령이 부당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다.332) 이 법원은 절차적

이유와 관련하여 청문권을 적용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였고, 청문권이

반테러리즘법으로 인해 배제되었다고 하였다.333) 이 법원은 지정된 자가

영국 고등법원에 반테러리즘 제63조에 따른 신청을 해서 설명할 기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334) 원고의 신청은 이 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335)

원고 멜라트은행은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은 멜라트은행 판결에서 ‘실체적 이유’와

‘절차적 이유’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영국 재무부는 멜라트

은행이 관련 단체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336)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오른 단체 등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도왔던 Novin Energy Company가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르자, 이 기업과 거래를 종료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멜라트은행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역할을 한 Doostan International과 관리자 Mr. Shabani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았다.337)

329) Ibid., p.11(para.19).
330) Ibid., p.12(para.23).
331)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2011] EWCA Civ 1, p.13(para.40).
332) Ibid., p.16(para.46-47).
333) Ibid., p.20(para.62).
334) Ibid., p.24(para.79).
335) Ibid., p.25(para.83).
336)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6(para.12).
337) Ibid., p.9(par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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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의 멜라트은행에 대한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멜라트은행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거래를 알고서 협력하였거나,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묵인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는 멜라트은행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그러한 거래를 허용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의 통제가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338) 영국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의 영국 내 상업적 거래를 막는 것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것과 합리적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339)

영국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에 관한 조치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하였다. 영국 재무부는 멜라트은행에 사전통지를 했다면, 이 은행이 그러한

금지를 피해서 영국 내 사업 관계 등을 재조정했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이 그러한 명령 있기 전에도 그러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340)

멜라트은행은 영국 재무부의 명령을 통지를 받지 못했고, 항변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가혹한 법적 권력이 행사될 사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해주고 청문의 기회를 줄 의무는 지금은 공법이라고 불리는 것의 가장

오래된 원칙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341) 영국 대법원은 영국 재무부의

멜라트은행을 지정하는 명령을 사전통지의 결여와 청문의 부재를 이유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19일에 영국 재무부의 멜라트

은행을 지정하는 명령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342)

이 판결의 사전통지 부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영국 대법원은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국

재무부가 멜라트은행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이 판결에서 멜라트

은행에 대한 조치를 위법으로 본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영국

대법원이 자산동결 대상자에 관한 절차적 기본권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에 대한 절차적

338) Ibid., p.13(para.23).
339) Ibid., p.15(para.27).
340) Ibid., pp.16-17(para.31). 
341) Ibid., pp.15-16(para.28 -29).
342) Ibid., p.26(para.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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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중시하더라도, 사전통지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사전통지를 통해 자산동결 조치를 미리 알게

되면, 동결될 자산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343)

영국 대법원에서 사전통지 전에도 충분히 자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본

것과 달리, ‘막연히 자산동결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자산동결

조치를 사전통지로 확실히 알게 된 상황’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려 할

것이다. 자산동결은 이러한 이유로 사전통지와 양립하기 어렵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에서도 테러리즘 자금조달에 관련하여 “사전통지 없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이나 다른 자산을 동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344)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 영국 재무부가 자산동결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것을 인정한 부분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멜라트은행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잘못 지정되어, 영국 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영국 정부는 멜라트은행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345) 영국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자산동결 명령을 위법으로 보고 파기했다.

영국의 사법부는 자국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외국 기업에게 사법

구제를 제공하였다. 이는 영국 사법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43) Rolf M. Jeker, “Chairman's Report”, in Swiss Federal Office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Economy,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 
Financial Sanctions (1998), p.30.

344) Recommendation 6.5
   국가들은 국가 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사전통지 없이 지정된 개인

이나 단체의 자금이나 다른 자산을 동결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45) 실제로 멜라트은행은 영국 정부에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 정부와 멜라트은행은 2019년에 합의 금액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재판 외 합의를 하였다. Kirstin Ridley, "Britain settles sanctions dispute 
with Iran's Bank Mellat", Reuter, 2019.06.18. https://www.reuters.com/article/britain

   -bankmellat-settlement/britain-settles-sanctions-dispute-with-irans-bank-mellat
   -idUSL8N23P39N (2020.11.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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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네덜란드

1. EU법

네덜란드는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자산

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EU법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이행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를 이행하기

위해 EU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346) 네덜란드는 EU 제재에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동결

해야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경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347)

2. 관련 법률 : 제재법 등

네덜란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제재법과 같은 수권

법률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기존 법령을 이용

하는 방안을 채택하다가, 남 로데지아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껴서 수권법률인 제재법(Sanctiewet 1977)을 제정하였다.348) 제재법 제9조

제1항에서 외무부 장관이 제재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49)

제재법 제10조부터 제10조 (h)에서 자산동결을 포함한 금융제재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재법 제10조 (a)에서 재무부 장관은 지정된 자에 자신의

346) ‘Report of the Netherlands on the Steps Taken with a View to Implemen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2009)’ UN Doc. S/AC.49/2009/22 (4 August 
2009), pp.2-3.

347)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홈페이지의 ‘Netherlands: Sanctions 
2021’ <https://iclg.com/practice-areas/sanctions/netherlands> (2021.01.26. 최종
방문).

348) Alfred H.A. Soons, supra note 45, p.344.
349) 네덜란드에서는 인도주의적 면제와 관련하여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의 예외는 유엔 제재위원회를 통해서 인정될 수도 있고, 장관을 통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서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Ibid.,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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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평가해달라는 의견을 낼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법 제10조 (b)에서 재무부 장관은 관련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칙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50) 네덜란드는 2020년 8월 12일에

발간한 ‘금융제재 규정’이라는 자료에서 금융제재 대상자는 재무부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351) 제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경제범죄법(Wet op de Economische Delicte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제

범죄법 제1조 제1항에서 ‘경제적 범죄’의 범위에 제재법 규정 위반을 포함

하고 있다.

Ⅴ. 일본

1. 관련 법령 : 외환 및 외국 무역법과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등

일본은 기존 법령을 활용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며, 주요 조치별

입법을 하여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다.352)

일본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등을 주요 법률로 활용하여 유엔 자산동결을 이행하고 있다.353)

외환 및 외국 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은 기존 법령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법률은 1949년에 국제수지의 균형을 국가 감독을

통해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1999), 1373호

(2001) 등이 채택되고 테러리스트 자산동결이 확산이 되면서, 이 법률은

예상치 못하게 자산동결의 주요 법률이 되었다.354) 일본은 자산동결을

350) Sanctiewet 1977, Artikel.10-10(h).
351) Ministerie van Financien, Leidraad Financiële Sanctieregelgeving (2020), p.12.
352) 주요 조치별 입법은 아래의 제5장 제3절을 참조. 
35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일본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일본은 테러리스트 자금동

결을 할 때 외환 및 외국 무역법과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Japan (17 October 
2008), p.56.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은 추후 2014년 11월 27일에 제정되었다. 

354) Hisashi Owada, “Japan”, in Gowlland-Debbas,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 A Comparative Stud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270; 福島俊一, “日本における国連金融制裁の
履行”, 吉村 祥子 (編), 国連の金融制裁 (東信堂、2008),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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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경제제재를 외환 및 외국 무역법과 관련 정령(政令)을 이용해서 이행

하고 있다.355) 일본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이행보고서에서도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이용해서 자산동결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356)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은 일본의 자산동결 이행에 활용되고 있다.357)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 제1항에서 주무대신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기타 국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기여

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급 등에 “허가받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358) 이 규정은 일본이 거래의 허가를 요구

하는 방식으로 자산동결을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법률 제70조 제3항

에서 이 법률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359) 재무

대신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21조에 따라 “조약 기타 국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방해” 혹은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때 자본거래를 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허가

받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360) 경제산업 대신도 이 법률 제24조에 따라

355) 吉村 祥子, 国連非軍事的制裁の法的争点 (国際書院, 2003), p.260.
356)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8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UN 
Doc. S/AC.49/2006/10 (30 November 2006), pp.5-6.

357) 구체적으로 일본은 자산동결을 이행하기 위해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지급 등), 
제21조(재무 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거래 등), 제24조(경제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거래) 등을 활용하고 있다. 佐藤 地, “テロ資金問題
に対する国際社会の取組みと日本の対応”, 国際法外交雑誌　第101巻 第3号 (2002), p.75.

358)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 　
   1. 주무 대신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기타 국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국제 평화를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로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급 등이 이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 한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급여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향한 지불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간의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지급 또는 
지급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59) 외환령(外国為替令) 제6조 제1항에서 재무 대신 또는 경제산업 대신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일본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지급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60)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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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기타 국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방해” 혹은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때 거주자에게

특정 자본거래를 하는 것에 허가받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361)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のための資金の提供

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은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2002년 6월 12일에 유엔 안보리 1373호(2001)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362) 이 법률에서는 특이하게 ‘테러’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테러’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인질, 항공기,

선박, 납치, 폭탄 테러와 같이 행위 태양을 나누어 규정하는 편이 더 바람직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63) 이 법률은 테러 방지와 관련하여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보완한다고 평가받는다.364)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제2조에서 ‘공중 등 협박 목적’ 범죄를 실행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 제3조에서 ‘공중 등 협박 목적’

범죄를 실행하려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 제2조, 제3조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千

二百六十七号等を踏まえ我が国が実施する国際テロリストの財産の凍結等に

関する特別措置法)은 주요 조치별 입법에 해당한다.365) 이 법률은 2014년 11월

27일에 테러리스트에 관한 자산동결 조치를 규율하려고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361)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24조.
362) 衆議院法務委員会, 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のための資金の提供等の処罰に関する

法律 提案理由, 2002.04.19.
363)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제1조. 일본학자 18명은 공동 집필한 국제법 교과서에서는 테러

리즘을 정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테러리즘의 수단이 되는 개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河野真理子, “第12章”, 小寺 彰 外(編), 講義國際法, 第2版 (有斐閣, 
2010), pp.349-350. 

364) 押田 努, “外為法を補完するテロ防止関連の新規二法”, CISTEC Journal, No.160 (2015), 
p.47.

365) 일본 외무성에서는 ‘자산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에, 이 법률에서는 ‘재산동결’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경제 제재 및 허가 절차’ <https:// 
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economic_sanctions/

   telolisthoudou_20191112.htm> (2020.12.19.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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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1999), 1333호(2000), 1390호(2002), 1988호(2011),

1989호(2011), 2253호(2015), 2255호(2015)를 대상으로 한다.366) 국가공안위원회는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자산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 테러리스트를 3년이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367) 이 규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법률 제5조에서는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지정된 자 중

소재가 판명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368)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

조치법 제9조에서 국제 테러리스트로 공고되거나 지정되면 ① 금전, 유가증권

등의 증여(제1호), ② 재산의 대출(제2호), ③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매각,

대부(제3호), ④ 금전채무 등의 이행(제4호), ⑤ 금융채권의 양도(제5호)를

할 때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산

동결의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1999), 1373호(2001)가 효력을 잃은 때 즉시 폐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69)

2. 한국 자산동결 법령에 대한 영향

일본의 자산동결 법령은 한국의 자산동결 법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5조는 주요 표현이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시기적으로

366)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367) 국가공안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무 대신을 위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국가 안전에 관계된 사항이나 경찰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국가공안위원회 홈페이지의 ‘국가공안위원회의 개요’ <https://www.npsc.go.jp/about 
/summary/index.html> (2020.12.02. 최종방문).

368)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제5조
     국가 공안위원회는 지정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해당 지정에 관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해당 지정의 유효 기간 기타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국가 공안위원회는 지정을 한 경우에 당해 지정을 받은 자의 소재가 판명 된 때에는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하여 당해 지정을 한 취지, 해당 지정의  
  유효 기간 기타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69) 이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 1373호 중 “국제 테러리스트의 
재산동결 등의 조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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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일본의 구 외환 및 외국 무역법(1997년 5월 23일 법률 제59호) 제16조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370) 일본의 구 외환 및 외국 무역법

(1997년 5월 23일 법률 제59호) 제16조 제1항은 한국의 구 외국환거래법

(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5조 제2호, 제3호와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 구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 ‘거주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구 외국환

거래법 제15조 제1항과 동일하다.371)

한국의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타법개정된 것)은 주요 표현이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시기적으로 앞선 일본의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7호)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372) 일본의

370) 다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각종 입법 자료(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등을 참조하더라도,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5조와 관련하여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를 참조했다는 설명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의안검색’ <http://likms.assembly.go.kr/ 
bill/billDetail.do?billId=014667> (2020.11.14. 최종방문).

371) 일본의 구 외환 및 외국 무역법(1997년 5월 23일 법률 제59호) 제16조 제1항
   주무 장관은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 기타 국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 나라로서 기여하기 위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불 등이 이들과 동일한 견지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련된 지불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향한 지불을 하려고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불 등을 하려고 하는 거주자에 대한 해당 지불 또는 지불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의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5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   

   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    
   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72) 다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각종 입법 자료(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등을 참조하더라도,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타법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공중협박 자금처벌
법률을 참조했다는 설명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의안
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0V7K1M1V1Q4C2S

   0L3M1U4H5T0N1L5> (2020.1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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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7호) 제1조는 한국의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조와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373) 양국의 법률 모두에서 ‘공중 등 협박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이외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Ⅵ. 시사점

지금까지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EU,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미국은 수권법률과 기존 법령을 이용해서 유엔 자산

동결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산동결 이행에 행정명령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자산동결은 EU법과 국내법령을 통해서 이행

되고 있다. 다만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23시 이후 브렉시트로 인해 EU법을

활용하지 않고, 수권법률과 기존 법령을 이용해서 자산동결을 이행할 예정

이다. 네덜란드는 EU법과 국내법령을 동시에 활용해서 자산동결을 이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이행에 수권법률과 기존 법령을 활용

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법령의 활용, 특별법 제정, 주요 조치별 입법을 통해

373) 일본의 구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7호) 제1조
   이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 행위”란 공중 또는 국가 혹은 지방 공공단체 혹은 

외국 정부 등(외국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조약 기타 국제 약속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을 협박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
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
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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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산동결을 이행하고 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유엔 자산동결을 이행

할 때 복수의 이행 방법을 같이 채택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상황에

맞는 이행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는 자산동결을 이행할 때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요국의 자산동결 판례를 분석하면, 자산동결의 적법절차가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Kadi v. Geithner 사건에서 Kadi에

대한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

했는지 심사하였다.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는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

하여 ‘문제된 조치에 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도 통지, 사전통지 등

자산동결의 절차적 부분을 검토하였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자산동결의 적법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영국은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43조에서 주소가 없는 경우의 통지 방법에 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공고와 통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자산동결의 적법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판례와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엔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자산동결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국가가

자산동결을 이행할 때에도 자산동결의 면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374)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16조에서 자산동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자산동결의 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제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외무부 장관이 제재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동결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국의 규정은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일부만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네덜란드의 규정은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넷째, 유엔 자산동결의 종료를 대비한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유엔 제재 체제는 시간 경과나 목적 달성을 이유로 종료된다. 국가가

374)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에 관해서 제4장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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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산동결의

효과가 유엔 자산동결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다.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47조에서 재무부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종료되면, 이를 폐기할 명령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1999), 1373호(2001)가 효력을 잃은 때 즉시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자산동결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고민할 때 이러한 규정을 참고

하면 좋을 것이다.

제3절 결어

지금까지 제3장에서는 자산동결 이행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자산동결은 제재대상자의 물적 기반을 약화시켜 자산동결 대상자가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요 조치로

널리 활용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EU,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자산동결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자산동결 이행을 살펴보면, 자산동결의 이행

방법, 적법절차, 면제, 종료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내용은

본 논문 제5장에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 활용된다. 다음 장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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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현황

Ⅰ. 유엔의 자산동결 규율

1. 자산동결의 대상

자산동결의 대상은 유엔 제재 체제마다 다르고, 동일한 유엔 제재

체제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375)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제재 체제의 모든

자산동결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으므로, 자산동결의 대표적인

대상을 인적 대상, 물적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을 살펴보면, 자산동결 조치는 보통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의

para.8(d)에서 지정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자금 등을 즉시 동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76) 유엔 안보리 결의 1970호(2011)의 para.17에서 하수인과

대리인에 대해서도 자산동결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77) 이러한

규정은 자산동결 대상자가 자산동결 조치를 하수인과 대리인을 이용해서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산동결 조치가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의 para.23(b)

에서 사담 후세인과 전 이라크 고위 공무원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378) 이밖에도 ‘오사마 빈라덴과의 연관성이 있는 자’,

375) 현행 유엔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을 다양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료된 제재 
체제 중에서도 자산동결을 여러 대상을 규정했었다. 

376) 유엔 대북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UN 
Doc. S/RES/1718(2006), para.8(d).

377) 유엔 리비아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2011)’ UN 
Doc. S/RES/1970(2011), para.17.

378) 유엔 이라크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para.23(b). 

     이라크 제재위원회는 발표 자료를 통해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은 부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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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후세인이나 이라크 정권의 전 고위공무원’, ‘테러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된 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등을 해치는 자’ 등을 자산동결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379) 유엔 안보리 결의의 본문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한 사례도 있다.380)

다음으로 자산동결의 물적 대상을 검토해 보면, 자산동결 조치는

기본적으로 “자금, 여타 자산, 또는 경제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유엔 자산동결 규정에서 이러한 규율 방식을 택하고 있다.381) 유엔 자산

동결에서 금융 서비스의 제공과 대량현금을 물적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2009)의 para.18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의 para.11에서는 대량

현금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382)

유엔 안보리는 ‘선박’도 자산동결의 물적 대상으로 삼는다. 유엔

안보리 2397호(2017)의 para.9에서 “회원국이 결의에 의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하거나 금지된 행동에 관여된 선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자녀, 형제를 포함하고, 적절한 경우에 친척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입양도 동일한 취급을 
한다고 하였다.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p.2.

379) ① 유엔 ISIL·알카에다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33(2000)’ UN Doc. S/RES/1333(2000), para.8(c); ② 유엔 이라크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para. 
23(b); ③ 유엔 레바논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36(2005)’ 
UN Doc. S/RES/1636(2005), para.3(a); ④ 유엔 아프가니스탄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88(2011)’ UN Doc. S/RES/1988(2011), para.1. 

     이라크 제재위원회는 발표 자료를 통해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 군인 등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예를 적어놓았다.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p.2.

380) 유엔 안보리 결의 1672호 (2006)의 para.1에서 자산동결 대상자로 Gaffar Mohamed 
Elhassan(수단 무장군 서부 군사 지역 사령관), Sheikh Musa Hilal(북 다푸르 자룰족 
최고 수장), Adam Yacub Shant(수단 해방군사령관), Gabril Abdul Kareem Badri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국민 운동 야전 사령관)를 명시하였다. 유엔 수단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72(2006)’ UN Doc. S/RES/1672(2006), para.1.

38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para.2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1(2005)’ UN Doc. S/RES/1591(2005), 
para.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6(2005)’ UN Doc. S/RES/1596(2005), 
para.15 등.

38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2009)’ UN Doc. S/RES/1874(2009), para.1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2013)’ UN Doc. S/RES/2094(2013), para.11.



- 85 -

있으면 … 어떠한 선박도 … 동결(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83)

이 조항은 선박에 관해서만 자산동결 규정을 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384)

2. 자산동결의 지정

자산동결의 지정(listing)은 자산동결의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를

명단에 올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개별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385) 유엔 안보리는 홈페이지

에서 모든 제재 체제의 제재대상자를 포함한 명단인 ‘통합된 명단

(consolidated list)’을 제공하고 있다.386) 이 명단은 개별 제재 체제에서

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엔 안보리는

개인이나 단체의 지정된 이유를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387) 이는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지정된 자는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지정되었는지 알아야 지정을 다툴 수 있다.

지정의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개별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para.5(a)에서 자산

동결 조치가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para.8에서 자산동결 조치가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88) 개별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383) “회원국이 결의에 의해 금지된 품목의 운송 또는 금지된 행동에 관여된 선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영해의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선박도 압수, 
검사, 동결(몰수)할 수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2017)’ UN Doc. 
S/RES/2397(2017), para.9. 

384)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서 특히 자산동결의 물적 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융 서비스의 제공, 대량현금, 선박 등을 자산동결의 물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38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2011)’ UN Doc. S/RES/1970(2011), Annex I, 
Annex II. 

386)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UNSC Consolidated List’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content/un-sc-consolidated-list> (2020.11.14. 최종방문).

387)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Narrative Summaries of Reasons for Listing’ <https:// 
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narrative-summaries> (2020.1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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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 대북제재 가이드라인

제6조(a)에서 위원회가 관련 정보와 지정 요청을 받았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의 para.8(d)에 나온 기준을 근거로 개인, 단체의 지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389) 지정의 내용은 개별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다 일부 차이가 있다.

3. 자산동결의 면제

자산동결의 면제(exemption)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산동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는 유엔 제재 체제마다 차이가

있다.390)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제재 체제의 모든 자산동결 면제 사유를

다루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 중 자주 활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면제 절차와 함께 살펴본다.

① ‘기본비용에 관한 면제’는 “식량, 임차료 또는 모기지, 의약품과

치료, 세금, 보험, 공공요금을 포함한 기본 지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

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및 서비스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관련국은 이러한 면제를 하기 위해 “동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391)

② ‘특별비용에 관한 면제’는 “특수 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면제는 “그러한 결정이 관련국들에 의해서 제재위원회에 통보

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392)

③ ‘법적, 행정적, 중재적 선취특권 또는 판결의 대상에 관한 면제’는

38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2013)’ UN Doc. S/RES/2087(2013), para.5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2013)’ UN Doc. S/RES/2094(2013), para.8. 
389)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6(a). 
390) 현행 유엔 제재 체제는 각자 다양한 면제 사유가 있고, 종료된 제재 체제 중에서도 

자산동결의 면제를 규정했던 것이 있다. 
391) “동 통지 후 5일 내 반대 결정이 부재”해야 한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UN Doc. S/RES/1718(2006), para.9(a).
39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UN Doc. S/RES/1718(2006), para.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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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정적 및 중재적 선취특권 또는 판결 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금, 여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이 선취특권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관련국은 이러한 면제를 인정하려면 제재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393)

④ ‘위원회의 사안별 결정에 관한 면제’는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비핵화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타 용도를 위해 사안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면제는 위원회로부터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94)

⑤ ‘계좌에 대한 이자 등의 추가와 이전의 계약 등으로 인한 지급에

관한 면제’는 “동결된 계좌에 대해 그러한 계좌로 인한 이자, 여타 소득의

추가나 그러한 계좌가 이 결의의 규정의 대상이 되는 날짜 전에 발생한

계약, 합의, 또는 의무로 인한 지급”을 할 때 인정된다.395) 유엔 안보리 결의

에서 이 면제와 관련해서 면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⑥ ‘개인이나 단체의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 하의 지급에 관한

면제’는 “관련국이 그 지급이 위의 12항에 따른 지정된 사람에게 직·간접적

으로 가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지정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지급”을 할 때 인정된다. 관련국은 이 면제를 인정

하려면 제재위원회에 “지급하거나 받을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396)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면, 자산동결의 면제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산동결 조치를 비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평가된다.397) 유엔 안보리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생명권 보호, 인도주의, 제3자 권리의 보호, 국내

판결의 존중, 위원회 권한 존중 등 다양한 고려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자산동결의 면제를 인정받으려면,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뿐만 아니라 면제 절차도 유의해야 한다.398)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39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UN Doc. S/RES/1718(2006), para.9(c).
39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016)’ UN Doc. S/RES/2270(2016), para.32. 
39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6(2015)’ UN Doc. S/RES/2206(2015), para.14. 
39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6(2015)’ UN Doc. S/RES/2206(2015), para.15. 
397)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argeted Sanction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2006), p.31.
398) 회원국은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산동결의 면제 신청을 보내면 된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South Sudan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sanctions/2206/exemptions/assets-freeze> (2020.11.14. 최종방문);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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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자산동결 대상자를 지정할 때 ‘면제 방법’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99)

 

4. 자산동결의 지정취소

자산동결의 지정취소(delisting)는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지정 명단에서 자산동결 대상자를 제외하는 제도이다.

회원국은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지정취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assets-freeze> (2020.11.14. 최종방문).

399) 이라크 제재위원회, 레바논 제재위원회, 기니비사우 제재위원회 제외한 현행 모든 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면제 방법 등을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말리아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751 (1992) Concerning Somalia,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9), Section 6 (i);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267 (1999), 1989 (2011), 
and 2253 (2015) Concerning ISIL(DA'ESH),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8), Section 6 (u); 콩고민주공화국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33 (2004) Concern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0), Section 5 (h); 수단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91 (2005) Concerning Suda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3), Section 5 (g); 북한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6 (j); 
리비아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970 (2011) Concerning Libya, Provisional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1), Section 5 (g);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988 (2011),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8), Section 7 (t);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127 
(2013) Concerning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7), Section 6 (k); 예멘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140 (2014),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7), Section 5 (j); 남수단 제재
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206 
(2015) Concerning South Suda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9), Section 6 (j); 말리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374 (2017) Concerning Mali,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8), Section 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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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취소의

신청자는 지정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400)

지정취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개별 제재

위원회가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가나 제재대상자는 개별

제재위원회에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지정자의 직업, 활동, 관련 정보, 관련된 설명을 뒷받침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무국은 지정된 자의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한다.401)

둘째, 지정취소는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30호(2006) 등을 근거로

만들어졌다.402) 이 결의의 para.1에서 지정취소 절차를 채택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결의의 para.2에서 일련의 제재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을 명령

했다.403) 유엔 안보리는 이 제도를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예외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지정된 개인, 단체가 지정

400)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8(a) 
-(e).

401)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Somalia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org/ 
securitycouncil/sanctions/751/materials/procedures-for-delisting> (2020.11.14. 최종
방문);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https://www.un. 
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materials/procedures-delisting> (2020.11.14. 최종
방문).

402)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의 근거가 문서로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0(2006)’ UN Doc. S/RES/1730(2006); ‘Letter Dated 29 March 2007 from the 
Secretary-General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007/178 (30 March 200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3(2012)’ 
UN Doc. S/RES/2083(201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61(2014)’  UN Doc.

   S/RES/2161(201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53(2015)’ UN Doc. S/RES
   /2253(201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55(2015)’ UN Doc. S/RES/2255
   (201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68(2017)’ UN Doc. S/RES/2368(2017)가 

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sanctions/delisting/resolutions> (2020.11.14. 최종방문).
403) 현행 제재위원회 중 ① 소말리아 제재위원회, ②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③ 이라크 

제재위원회, ④ 콩고 제재위원회, ⑤ 수단 제재위원회, ⑥ 레바논 제재위원회, ⑦ 북한 
제재위원회가 이 결의의 para.2에 의해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받았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0(2006)’ UN Doc. S/RES/1730(2006), pa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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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속 국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404)

셋째, 옴부즈퍼슨이 지정취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405) 옴부즈

퍼슨 제도는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와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이 제재위원회에서 지정된 자는 옴부즈퍼슨에게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406) 이들은 옴부즈퍼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407) 옴부즈
퍼슨 제도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5. 옴부즈퍼슨

옴부즈퍼슨(ombudsperson)는 유엔 사무총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여 지정취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ISIL·

알카에다 제재 체제에서 지정된 자는 옴부즈퍼슨에게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408) 옴부즈퍼슨이 신청인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재위원회에 권고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명단에 남길 것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합의하면, 신청인의 이름은

명단에 남게 된다.409) 옴부즈퍼슨 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자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404)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는 2020년 8월 12일까지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의 
처리 사항을 표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개인 81명과 단체 39개가 요청 103건을 
하였고, 92건의 절차가 처리되었다. 개인 17명과 단체 17개가 지정취소가 되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sanctions/delisting/de-listing-request-stats> (2020.11.14. 최종방문).   

405) 옴부즈맨(ombudsman)이 일반적으로 더 익숙한 용어일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나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서 옴부즈퍼슨(ombudsperson)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옴부즈
퍼슨’이라고 지칭한다. 

406)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Ombudsperson’ <https://www.un.org/sc/suborg/en/ 
ombudsperson> (2020.11.14. 최종방문).

407)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sanctions/delisting/delisting-requests> (2020.11.14. 최종방문).

408)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Ombudsperson’ <https://www.un.org/sc/suborg/en/ 
ombudsperson> (2020.11.14. 최종방문). 

409)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Ombudsperson’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ombudsperson/procedure> (2020. 11.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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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410) 이 제도는 유엔 제재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절차적 조치”로

평가받는다.411)

옴부즈퍼슨 제도가 다른 제재위원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1개 국가에서 옴부즈퍼슨 제도를 다른 제재위원회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12) 과테말라의 대표 Ms. Bolaños Pérez도 옴부즈퍼슨

제도가 모든 제재위원회에 확장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관심 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413) 옴부즈퍼슨 제도를 다른 제재위원회에서도 도입

하자는 안건은 실제 회의에 회부되었지만, 컨센서스를 얻지 못해서 채택

되지 못했다.414)

Ⅱ.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 구조

1. 유엔 제재위원회

유엔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는 유엔 제재의 이행 구조에서

중요 기관이다. 유엔 제재 체제는 대부분 제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415) 현행

14개의 유엔 제재 체제에서는 모두 제재위원회를 갖추고 있다.416) 현행 유엔

410) John R. Crook, “United States Supports Reform of UN Terrorism Sanctions 
Procedur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4, No.2 (2010), p.287.

411) Devika Hovell, supra note 16, pp.21-22.
412) 11개 국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리히텐

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UN Doc. S/2012/805 (9 November 2012), 
p.2. 

413) ‘UN Security Council 6964th Meeting: Briefings by Chairmen of Subsidiary 
Bodies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PV.6964 (10 May 2013), p.15. 

414) ‘Open Debate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Theme “Working Methods of 
the Security Council”, 23 October 2013’ UN Doc. S/2014/725 (8 October, 2014), 
p.3 

415)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의 이행 구조에 기초를 둔다. 
416) 현행의 유엔 제재위원회는 ① 소말리아(751) 제재위원회, ② ISIL․알카에다(1267) 제재

위원회 ③ 이라크(1518) 제재위원회,  ④ 콩고(1533) 제재위원회, ⑤ 수단(1591) 제재
위원회, ⑥ 레바논(1636) 제재위원회, ⑦ 북한(1718) 제재위원회, ⑧ 리비아(1970) 제재
위원회, ⑨ 아프가니스탄(1988) 제재위원회, ⑩ 기니비사우(2048) 제재위원회, ⑪ 중앙
아프리카공화국(2127) 제재위원회, ⑫ 예멘(2140) 제재위원회, ⑬ 남수단(2206) 제재위원회, 
⑭ 말리(2374) 제재위원회가 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Sanctions’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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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원회는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17) 이러한 유엔 제재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유엔 안보리

절차에 관한 유엔 헌장 제28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 제29조, 위원회 등을 지명할 수 있다는 유엔 안보리 절차에

관한 임시 규칙 제28조 등이다.418)

유엔 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행보고서를 검토하며,

제재 이행에 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419)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제재의

예외 적용을 판단하고, 이행지원통지를 발표하며, 의장 의견이나 보도

자료의 형태로 제재결의를 해석한다.420) 다만 유엔 제재위원회가 자체적

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는 없다.421)

유엔 제재위원회는 유엔 자산동결 이행에 관해서도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유엔 제재 체제는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를 제외하고

모두 자산동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422) 모든 현행 제재위원회(기니비사우

un.org/securitycouncil/sanctions/information> (2020.11.14. 최종방문). 
     유엔 제재위원회는 2019년 9월까지 총 30개가 만들어졌다. 종료된 제재 체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Terminated Sanctions Regime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terminated-sanctions> (2020.11.14. 
최종방문).

417)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7.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 비상임이사국의 유엔 대사가 맡고 있다. 상임이사국은 

제재위원회의 의장직을 비상임이사국의 역량, 지리적 배분, 당사자 배제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상임이사국은 제재위원회에서 부의장국 역할만을 하고 있다.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아카데미, 2013), p.146.

     유엔 제재위원회의 구성은 남로데지아 제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변형되어 사용
되고 있다. 남로데지아 제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대표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Jeremy Matam Farrall, supra note 82, p.148.

418)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p. 
6-7.

419) 제재위원회의 의견은 제재결의에 관한 권위 있는 견해로 인식된다. Jeremy Matam 
Farrall, supra note 82, pp.149-155.

420) 유고슬라비아 제재위원회에서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제재를 해석하는 의견을 2,000회 
이상 발표하였다. Michael P. Scharf and Joshua L. Dorosin, "Interpreting UN 
Sanctions: The Rulings and Role of the Yugoslavia Sanctions Committee",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3), pp.772-773.

    개별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장성명이나 추가 결의를 
내지 않는 한 결의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2, p.52.

421)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7.
422)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는 현재까지는 여행금지 조치만 부과하고 있다. ‘U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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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원회 제외)는 자산동결의 면제를 판단하고, 자산동결에 관한 해석을

하며, 이행지원통지를 발표하고 있다.423)

2. 이행지원통지

이행지원통지(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는 제재위원회에서

발표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돕는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의 para.8(a)(ⅲ)의 ‘사치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는 이행지원통지 제3호를 발표하여, 사치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이 통지에 의하면 사치품은 1) 보석류, 2) 수송 물품, 3) 고가

시계, 4) 크리스탈 물품, 5)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6) 카페트와 자수,

7) 도자기 또는 식기류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424) 국가는

이러한 이행지원통지를 참고하여,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할 수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해서도 이행지원통지를

발표하고 있다. 리비아 제재위원회의 이행지원통지 제5호는 제재위원회에

통지 없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산동결 조치를 위반한다고 하였다.425)

리비아 제재위원회의 이행지원통지 제6호는 동결된 자산에 대한 이자 등의

Council Resolution 2048(2012)’ UN Doc. S/RES/2048(2012), para.4.
423)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https://www.un. org 

/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assets-freeze> (2020.11.14. 
최종방문). 

     유엔 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자산동결 해석 자료와 관련하여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Al-Qaida Sanctions Committee, Assets Freeze: Explanation of Terms (2015) 등을 
참조.

     제4장에서 리비아 제재위원회의 이행지원통지 제5호, 제6호를 살펴본다.
424) 1718 Sanctions Committee,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3: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garding "Luxury Good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and 2321 (2016) (20 January 2017), pp.1-2.

425) Libya Sanctions Committee,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5 : Guidance 
to Member States on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Management Fees on Frozen Assets 
(4 December 201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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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2011년 9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도 자산동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 이행지원통지에서는 제재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산

중 ‘리비아 내에 있거나 2011년 9월 16일 이후 취득한 것’과 ‘그러한 자산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은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26) 이러한

이행지원통지는 자산동결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

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통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한다.

3. 전문가 패널 및 전문가 패널 보고서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은 유엔 제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현행 14개 제재위원회는 그중 4개를 제외하고 모두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427) 전문가는 높은 도덕성과 프로의식, 반테러, 금융, 국제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전문가 패널 명부에 오를 수 있다.428)

전문가 패널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문서, 사진,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적절한 증거법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사용한 보고서 등을 검토한다.429)

전문가 패널 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한다.430) 전문가 패널

426) Libya Sanctions Committee,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6 : Guidance 
to Member Stat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s 
Regarding the Asset Freeze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Interest and Other 
Earnings on Frozen Assets (17 December 2018), pp.1-2.

427) 전문가 패널은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레바논 제재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 
기니비사우 제재위원회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로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르완다의 무기 금수에 관한 조사 위원회이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여 
소개한다.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7.

428)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Roster of Experts’ <https://www.un.org/sc/suborg/ 
en/sanctions/expert-roster> (2020.11.14. 최종방문).

429)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n South Sudan’ UN Doc. S/2018/292 
(12 April 2018), pp.4-5.

430) 전문가 패널보고서는 제재위원회에서 컨센서스의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채택된다.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7.



- 95 -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언급하여, ‘이름을 공개하고

비판하기’(naming and shaming)를 하는 역할을 한다. ‘파울러 보고서’로

유명한 앙골라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보고서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전·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431)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하여 엄중한 비판을 받아,

사실상 특정 행동이 제한된다.432)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자도 이러한 내용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적시되면, 마찬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4. 이행보고서

이행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s)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한 현황을 작성한 것이다. 각국은 이행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했는지 보여주고,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433) 국가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434) 많은 국가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유엔 안보리 대표 Mr. De

431) UN Doc. S/2000/203 (10 March 2000), p.25(para.69); Alex Vines, “Monitoring 
UN Sanctions in Africa : The Role of Panels of Experts”, Verification Yearbook 
(2003), p.251.

     Robert R. Fowler는 캐나다의 주유엔 대사로 재직하면서 유엔 안보리 앙골라 제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발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유엔 그룹 차원
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였고, ‘파울러 보고서’로 유명해졌다. Alix J. Boucher 
and Victoria K. Holt, “Targeting Spoilers: The Role of United Nations Panels 
of Experts”, Stimson Center Report No.64 (2009), pp.26-27.

432) Sievers and Daws, supra note 3, p.545; Margaret Doxey, “Reflection on the 
Sanctions Decade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Vol.64, No.2 (2009), pp.545 
-546.

433) 예컨대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화물 선박을 해상 금지했다고 이행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2017)’ UN Doc. S/AC.49/2018/40 (20 March 2018), pp.3-4.

434) Eric Rosand, "The Security Council's Effort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Al Qaeda/Taliban Sanc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8, 
No.4 (2004), p.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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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ablière는 유엔 회원국의 절반도 유엔 안보리 결의 1455호(2003)에

관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435) 특정 국가의 자산동

결 이행도 이 국가의 이행보고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국가가 이행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할수록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된다.436)

제2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 대한 평가

Ⅰ. 효과적인 이행의 저해

효과적인 이행(effective implementation)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437) 자산동결도 유엔의 다른 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자산동결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모호성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모호해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는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모호성

으로 인해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435) ‘UN Security Council 4892nd Meeting: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UN Doc. S/PV.4892 (12 January 2004), pp.9-10. 

436) 참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 2371호,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각각 68개, 83개, 102개의 국가가 제출하였다.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9/171 (5 March 
2019), p.67(para.181).

437) 학계나 실무에서도 유엔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유엔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련하여 United Nations, A Symposium :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2007); Astrid Forberg Ryan,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the UN Security Council: The Case for Greater 
Transparency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4); Wallensteen, Peter et al., 
Making Targeted Sanctions Effective: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UN 
Policy Options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2003).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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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결의의 모호성은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게

한다. 먼저 유엔 자산동결은 ‘하수인’이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438) 국가는 자산동결 대상자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져야, 특정 개인

이나 단체를 ‘하수인’이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예컨대

국가의 입장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의 직원을 ‘하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자산

동결 대상자의 친척을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439) 국가는 이러한 단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라크 제재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50%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면권이 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된다.440) 이 자료는 특정

문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산동결 대상자가 특정 단체에 대해 임면권은

없으나,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는 그 단체가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는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보았을 때

자산동결의 물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엔 자산동결은 기본적으로

“자금, 여타 자산, 경제자원”을 물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441) 국가가 실제

자산동결을 이행할 때 어디까지 ‘자금’, ‘여타 자산’, ‘경제자원’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선박’도 자산동결의 물적 대상이 된다.442) 국가는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 수상으로 다녀야 하는지, 항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확정

43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UN Doc. S/RES/1718(2006), para. 8(d).
439)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para. 

23(b).
440) 이러한 발표 자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p.2.

44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para.
   23 등.
442) 유엔 안보리 2397호 (2017)의 para.9에서 “회원국이 결의에 의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

하거나 또는 금지된 행동에 관여된 선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 어떠한 
선박도 … 동결(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2017)’ UN Doc. S/RES/2397(2017), par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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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443) 예컨대 특정 국가가 잠수함이 핵무기의 부품을 수송하였을 때,

이 잠수함을 ‘선박’으로 보아 자산동결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 자산동결의 회피

자산동결의 회피는 자산동결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려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한다.444) 자산동결의 회피 가능성은 표적 금융제재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었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산의 소유주를 숨기거나, 귀금속을 이용해 막대한 자산을 익명의 형태로

바꾸거나,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445) 이러한 자산동결 회피는 실제로 발생하여,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산동결 회피의 실제 사례를 자산동결의 효과

적인 이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분석한다.

먼저 자산동결 대상자는 가족을 이용해서 자산동결을 회피하고

있다. Malek Riak Reuben Rengu는 남수단 정부의 장군으로 대량이주

사태를 초래해서,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의 자녀들은 많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딸 Christine Malek Reuben Riak은

ABC Progressive Private School Co. Ltd의 회장으로 지분 15%를 가지고

443) 참고로 선박에 관한 정의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나 국제관습법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Rainer Lagoni, “Merchant Ships”,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

   9231690-e1197> (2020. 11. 23. 최종방문).
     한국의 선박법은 제1의2조 제1항에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44) 국가가 제재 파괴(sanctions busting)를 할 때에 무역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있는 상태에서도 유엔 제재 대상과 
무역을 지속하거나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재대상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Bryan R. Early, Busted Sanction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pp.13-15.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김화진,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2016).을 참조.

445) Christian Schönenberger, “Evasion and Control of Financial Sanctions – 
Practical Considerations”, in Swiss Federal Office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Economy,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 Financial 
Sanctions (1998),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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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통해 이 회사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446)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면, 자산동결 대상자가 가족 구성원을 활용해서 자산

동결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동결을 대비하여,

가족들에게 자산을 옮겨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자산동결 이후에도 여전히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자산동결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되고 있다.

OMM은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금지된 무기와 군수품을 선적하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447) OMM에서 관련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을 피하려고 선박의 이름을 새로 지었고, 소유권을 다른

회사로 넘겼으며, 등록을 새로 하였다.448)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OMM 관련

선박 4척은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449)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 회피 시도가 복잡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450)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OMM의 행태를 자산동결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하였다.451) 유엔은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의 회피 전략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산동결 대상자는 자산동결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는 북한의 주요 정보

446)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n South Sudan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28(2018)’ UN Doc. S/2019/301 (9 April 2019), pp.42-43(para.204-

   20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10 November 2019), 
p.111. 

447) OMM은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imited의 약자이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10 November 2019), p.161.

448)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UN Doc. S/2015/131 (23 February 2015), p.46(para.110).

449) 선박 4척의 이름은 Hui Chon, Kang Gye, Ryong Rim, Tae Ryong Gang이다.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6/157 (24 February 2016), p.55(para.154).

450) OMM은 지정 이후에 껍데기에 해당하는 회사를 해산하였다. 이 회사는 선박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소유권을 넘기거나, 재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을 유지했다.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6/157 (24 February 2016), p.55(para.154).

451)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UN Doc. S/2015/131 (23 February 2015), p.46(para.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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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여,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452)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는 이 단체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 단체는 자산동결을 피해서 270만 달러를 이체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하였다.453) 이를 살펴보면, 자산동결 대상자가 자산동결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까지 동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산동결 대상자가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SWIFT 네트워크를 해킹하기도 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기도 했다.454) 유엔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산동결 회

피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산동결 대상자는 폐쇄된 계좌를 통해서 자산동결을 회피

하기도 하였다. 회원국의 금융기관은 지정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개인의

계좌를 폐쇄했지만, 동결하지는 않았다. 지정된 단체는 폐쇄된 계좌를 이용

하여, 다른 나라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었다.455) 이러한 사례를 보면 자산

동결 대상자는 계좌에 대한 허점을 이용해서 자산동결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은 자산동결 이행과 관련하여 폐쇄된 계좌가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Ⅱ. 투명성의 부족

투명성(transparency)은 일반 대중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

한다.456) 유엔 제재의 투명성이 증진되면, 제재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개선

되고, 제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제재의 적법성이 강화된다.457) 자산

45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31 July 2020), p.165.
453)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9/171 (5 March 2019), p.50(para.110).
454)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9/691 (30 August 2019), pp.26-29(para.57-68). SWIFT에 관해서 
제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455)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9/171 (5 March 2019), p.48(para.108).

456) Devika Hovell, “The Deliberative Deficit: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UN Sanctions”, in Jeremy Farrall and Kim Rubenstein (ed.),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in a Globalised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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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도 유엔의 다른 제재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투명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지정된 이유의 불충분한 제공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를 충실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458) 이를 살펴보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서 백창호에 대해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

하였다.”라고 지정된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추가로 그가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의 고위 관리이자 수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59)

일반 대중은 이러한 내용만 봐서, 백창호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중 어느 것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반 대중이 그의 문제된 행동이 행정적 지원인지, 금전적 지원인지, 기술적

지원인지 등도 알 수 없고, 그가 금지된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증거도

알 수 없다.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면, 의사결정자에

대한 공적 통제를 할 수 없고, 대중의 신뢰도 획득할 수 없다.460) 모니터링 팀

457) Astrid Forberg Ryan,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the UN Security Council: 
The Case for Greater Transparency (Security Council Report, 2014), p.1.

     Kant는 ‘영구적 평화’에 관한 저서에서 정치적, 국제적 옳음(right)을 논하면서, “격언은 
정보의 전파(publicity)와 양립 불가능하다면, 인간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 명제를 초월적 공식이라고 명명하였다. Devika Hovell 
교수는 이 칸트의 명제를 도덕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봐서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에 
관한 논의로 연결하고 있다. Immanuel Kant, Edited by Pauline Kleingeld, Toward 
Perpetual Peace and Other Writings on Politics, Peace, and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2006), p.104; Devika Hovell, "Glasnost in the Security Council: 
The Value of Transparency", LSE Law, Society and Economy Working Papers 
(2016), pp.4-5.  

458)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Narrative Summaries of Reasons for Listing’ <https:// 
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narrative-summaries> (2020.11.14. 최종방문).

459)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Paek Chang-Ho’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sanctions/1718/materials/summaries/individual/paek-chang-ho> (2020.11.14. 최종
방문); Consolidated List of Entities and Individuals (Korean Language), p.6.

460) Devika Hovell, supra note 456,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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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Team)은 지나치게 간략한 217건의 지정된 이유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61)

지정된 이유가 부실하게 제공되는 주된 이유는 원래부터 지정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정이 기초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

서 되기도 한다. 16건의 지정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77

건의 지정은 4가지 기본 정보(이름, 출생일, 출생지, 국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462) 앙골라 제재위원회는 초창기에 “Big Freddy”라는

애칭만 파악된 상태에서 지정하기도 하였다.463) 대부분의 제재위원회에서는

2008년까지 국가가 지정을 요청할 때 지정 이유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었

다.464) 현재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정을 요청할 때 ‘사건에 대한 진술’

(statement of case)과 함께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65) 다만 이러한 규정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정보가 지정 요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466)

461)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on the 
Outcome of the Review Described in Paragraph 25 of Resolution 1822(2008)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30 of Resolution 1904(2009)’ UN Doc. S/2010

   /497 (29 September 2010), p.15(para.57).
     참고로 모니터링 팀은 ISIL·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에서 제재위원회를 돕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 팀은 정보 수집,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재위원회를 돕는다. 
모니터링 팀은 ‘분석 지원과 제재 모니터링 팀’의 줄임말이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Monitoring Team’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267/monitoring 
-team/work-and-mandate> (2020.11.15. 최종방문).

462)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on the 
Outcome of the Review Described in Paragraph 25 of Resolution 1822(2008)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30 of Resolution 1904(2009)’ UN Doc. 
S/2010/497 (29 September 2010), pp.5-6(para.10).

463)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argeted Sanction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2006), p.29.

464) Devika Hovell, supra note 16, pp.18-19. 
     유엔 안보리 결의 1617호(2005)의 para.4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제재위원회에 지정을 

요청할 때 지정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on the Outcome of the Review 
Described in Paragraph 25 of Resolution 1822(2008)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30 of Resolution 1904(2009)’ UN Doc. S/2010/497 (29 September 
2010), p.8(para.19). 

465)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6(d) 
등 참조.

466) Annalisa Ciampi, “Security Council Targeted Sanction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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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 비공개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467)

이 절차에서 일반 대중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한다. 예컨대 지정

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는 매년 비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468) 이

보고서는 ‘연도별 지정취소 신청 건수’, ‘특정 기간 지정취소 신청의 처리

결과’ 등을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보고서에서는 지정

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가 2019년에 4건의 지정취소 신청을 받아서, 1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건의 신청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469) 유엔 안보리는 홈페이지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통계를

별도로 게시하고 있다.470)

하지만 일반 대중은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절차에 대한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절차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이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지정취소 되거나

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일반 대중도 지정취소 신청이 결정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자산동결 대상자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취소 신청의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결정 이유를 알 수는 없다.471)

in Bardo Fassbender (ed.), Securing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07. 

467) 투명성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일반 대중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 합의나 타협을 돕기도 한다. 전문가 단계에서 의제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수월하게 한다. Jeremy Matam Farrall, supra note 82, p.187.

468)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의 비공식 보고서는 2014년부터 매년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https://www.un. 
org/securitycouncil/sanctions/delisting/informal-annual-reports> (2020.11.14. 최종
방문).

469) 2019 Informal Report of the Focal Point for De-listing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0(2006) (21 January 2020), pp.2-3. 

470)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https://www.un.org/security 
council/sanctions/delisting/de-listing-request-stats> (2020.11.14. 최종방문).

471) Devika Hovell, supra note 16, p.21.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취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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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세계은행의 제재 절차는 투명성이란 면에서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세계은행 제재의 제2단계 프로세스는 유엔 자산동결의 지정

취소 절차에 대응될 수 있는 절차이다. 세계은행은 제1단계 ‘입찰 중지 및

제외실’의 결정문과 제2단계 ‘세계은행 그룹 제재이사회’의 결정문에서 제재

대상자가 된 이유,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관련 증거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472) 예컨대 세계은행의 ‘입찰 중지 및 제외실’은 TIS

Consultant Company Limited가 태국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입찰 점수에

영향을 미치려고 담당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였다.473) 피고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세계

은행 그룹 제재이사회’는 이 회사가 담당 관료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컨소시엄

파트너 B의 대표 진술 등을 근거로 검토하였고, 피고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474) 일반 대중은 세계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의 제재 절차는 유엔 지정취소 절차

보다 투명성의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 제재 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의사결정자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475)

Ⅲ. 적법절차의 흠결

유엔은 자산동결의 규율 체계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

해야 한다. 자산동결의 적법절차는 자산동결 대상자와 ‘자산동결을 하는 측’

모두에게 중요하다.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는 적법절차의 보장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476)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8 (e).

472) 제1단계의 결정문과 제2단계의 결정문에서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73) Sanctions Case No. 117 IBRD Loan Number 4721-TH (Thailand Highways 
Management Project) (20 September 2011), p.1.

474) Sanctions Board Decision No. 50 (Sanctions Case No. 117) IBRD Loan No. 
4721 – TH Thailand (30 May 2012), pp.6-9.

475) Devika Hovell, supra note 456,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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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의 직접 통지 미실시

통지는 자산동결의 적법절차 보장에서 중요하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통지를 받아야, 자신이 자산동결의 대상이 된 것을 알고 방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U 일반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도 통지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과 ‘효과적인 사법 구제를 받을 권리’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였다.477)

통지가 단지 지정된 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통지는 ‘자산

동결을 하려는 측’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산

동결 조치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치가 실체적 정당성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478) EU 일반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

자산동결 조치를 무효로 보았을 때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479) 자산동결의 통지에 문제가 있으면, 자산동결 조치를 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헛되이 될 수 있다.

자산동결의 통지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산

동결의 통지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제재

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유엔 사무국이 영주국과

거주국에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등을 통지하고,

국가는 적시에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국내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는 것

이다.480) 즉, 유엔 사무국은 국가에 통지하지만,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476) Devika Hovell 교수는 유엔 제재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관한 개혁이 느리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학자들이 적법절차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Devika Hovell, “Due Process in the United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0, No.1 (2016), p.8. 

     유엔 제재의 적법절차에 관한 문제가 국내 및 지역기구 법원의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다.
477)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13(para.105).
478) 이 보고서에서는 적법절차가 개선되면, 이행이 무효 판결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Third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Appointed Pursuant to Resolution 1526(2004) Concerning 
Al-Qaida and the Taliban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UN Doc. 
S/2005/572 (9 September 2005), pp.18-19(para.54.).  

479)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17(para.140).
480) 현행 모든 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ISIL·알카에다, 이라크, 레바논, 기니비사우 제재

위원회 제외)에서는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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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지는 않는다. 둘째, 알카에다·ISIL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유엔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국가에 통지한 이후, 옴부즈퍼슨이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481) 옴부즈퍼슨이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직접 통지한다는 점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라크, 레바논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산동결의 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482) 이를 종합하면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에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751 (1992) Concerning 
Somalia,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9), 
Section 6 (i); 콩고민주공화국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33 (2004) Concern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0), 
Section 5 (h); 수단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91 (2005) Concerning Suda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3), Section 5 (g); 북한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6 (j); 리비아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970 (2011) 
Concerning Libya, Provisional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1), Section 5 (g);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988 (2011),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8), Section 7 (t);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127 (2013) 
Concerning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7), Section 6 (k); 예멘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140 (2014),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7), Section 5 (j); 남수단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206 (2015) 
Concerning South Suda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9), Section 6 (j); 말리 제재위원회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374 (2017) Concerning Mali,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8), Section 6 (k). 

481)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1989 
(2011), and 2253 (2015) Concerning ISIL (DA’ESH),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8), Section 6(t)-(x).

482) 이라크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483(2003)의 para.19, 23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지, 통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19 and 23 of Resolution 1483 (2003).

     레바논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재위원회가 자산동결의 면제를 신청한 국가에 
2일 내 결과를 알려준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636 (2005); Guideline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636 (2005). Section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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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이 직접 통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제도가 다른 제재위원회에 도입되지 않은 이상 제한적

의미만 있다.

유엔이 자산동결 대상자에 직접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는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통지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부실하게 하거나, 적시에 통지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은 EU, 영국,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EU 일반·사법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는 통지를

적시에 받지 못한 점이,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는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이, 한국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483) 유엔은 통지를 제대로 할지 불확실한 국가에 통지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통지해야 한다.

세계은행 제재의 통지는 적법절차 관점에서 유엔 자산동결 통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제재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있다. 세계

은행 제재 절차 4.01조는 평가 담당관은 혐의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피고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84) 세계은행의 제1단계 결정문이나

제2단계 결정문에서도 제재대상자에게 언제 통지하였는지 적시하고 있다.485)

이를 종합하면 세계은행은 유엔과 달리 제재의 절차 규정에서 제재대상자

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세계

은행의 제재는 적어도 통지에 관해서는 유엔 자산동결보다 적법절차에 충실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83)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13(para.105);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p.15-17(para.28-31); 서울행정
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제5장에서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다. 
484) World Bank Sanctions Procedures (15 April 2012), Section 4.01. 여기서 통지

(Notice of Sanctions Proceedings)는 ‘Notice’라고 줄여서 표현된다. World Bank 
Sanctions Procedures (15 April 2012) Section 1.02.(a).

485) Sanctions Case No. 117 IBRD Loan Number 4721-TH (Thailand Highways 
Management Project) (20 September 2011), p.1; Sanctions Board Decision No. 
50 (Sanctions Case No. 117) IBRD Loan No. 4721 – TH Thailand (30 May 
2012), p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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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취소의 사실상 제한 : 국가의 의사

제재대상자는 지정취소를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에 신청할 때

사실상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에 따르면, ‘제재대상자’나 ‘국가’는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지정취소 신청만 안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재대상자의 지정취소

신청은 국가의 지지 없이는 의미 있게 논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는 정치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우체통에 불과

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486) 이러한 상황은 제재대상자에 의한 지정취소

신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적법절차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는 지정취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정

취소에 관하여 장악력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국가는 지정취소가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자국의 이해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예컨대 특정 국가가 테러리즘을 우려하여 어느 개인을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정된 개인이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면, 이 국가는 테러리즘의 위협을 다시 걱정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산동결 대상자가 자신이 테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정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지정

취소는 테러리즘 등에 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487)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의 국가 중심적 운영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제재대상자는 2006년에 이 제도의 도입

전까지 국가의 신청 없이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없었다.488) 제재대상자는

486) Helen Keller and Andreas Fischer, “The UN Anti-terror Sanctions Regime 
under Pressure”, Human Rights Law Review, Vol.9, No.2 (2009), pp.265-266; 
Devika Hovell, supra note 16, p.21.

487) ‘Third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Appointed Pursuant to Resolution 1526(2004) Concerning Al-Qaida and the 
Taliban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UN Doc. S/2005/572 (9 
September 2005), pp.18-19(para.54).

488) Yvonne Terling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s Targeted San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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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지정취소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브뤼셀 제1심 재판소의

Nabil Sayadi, Patricia Vinck 사건(2005)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이

사건은 Nabil Sayadi과 Patricia Vinck가 국가를 상대로 유엔에 지정취소를

신청하도록 청구한 사건이다.489) 이 법원은 벨기에 정부에 유엔 지정취소를

신청해달라고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벨기에가

그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유엔에 신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벨기에는 이

판결에 따라 제재위원회에 그들에 대한 지정취소 신청을 했다.490) 그들은

지정으로부터 2년 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지정취소 신청을 할 수

있었다.491) 만약 이 제도가 이 당시에 존재했으면, 그들은 직접 지정취소

Suspected Terrorist: What Role for Human Right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24, No.2 (2010), p.135.

489) Nabil Sayadi Patricia Vinck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Nabil Sayadi와 그의 
부인 Patricia Vinck은 오사마 빈라덴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유엔의 제재대상자로 지정
되었다. 그들은 브뤼셀 제1심 재판소에 벨기에가 유엔과 EU에 그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요청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벨기에는 법원이 유엔과 EU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Third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Appointed Pursuant to Resolution 1526(2004) Concerning Al-Qaida and the 
Taliban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UN Doc. S/2005/572 (9 September 
2005), Annex Ⅱ, p.48.

490) 이 법원에서 그들이 오사마 빈라덴과 연관성이 있었다면, 2년 넘도록 기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 Ibid., pp.48-49. 

     그들의 이름은 벨기에의 지정취소 신청에도 유엔 제재명단에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2006년 3월 14일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벨기에가 그들의 이름을 유엔 제재명단
에서 지울 권한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벨기에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들의 이름이 최대한 
빠르게 지워질 수 있게 하고,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2009년 7월 20일에 유엔 제재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Ninety-fourth 
session of 13–31 Oct. 2008, Communication No. 1472/2006 (29 Dec. 2008)’, UN 
Doc. CCPR/C/94/D/1472/2006, pp.3-26; 벨기에 외교부 홈페이지의 ‘Newsroom’ 
<https://diplomatie.belgium.be/en/Newsroom/news/press_releases/foreign_affairs/

   2009/july/ni_220709_schrapping_vinck_sayadi_vn-sanctielijst> (2020.11.14. 최종
방문).

     인권위원회의 Nabil Sayadi, Patricia Vinck 결정은 벨기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평가도 있었다. Helen Keller, supra note 
486, pp.264. 

     아래의 문헌에서는 인권위원회의 Nabil Sayadi, Patricia Vinck 결정을 EU 사법재판소의 
Kadi 사건과 비교하였다. Martin Scheinin, "Is the ECJ Ruling in Kadi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Law?", Yearbook of European Law, Vol.28, No.1 (2009), pp.637- 
653.

491) 그들은 2002년 10월 22일에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벨기에 정부와 소송
까지 해서야, 2005년 2월 25일에 벨기에가 제재위원회에 지정취소 신청을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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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해서 권리구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현재처럼 이 제도가 국가

중심적으로 운영된다면, 제재대상자가 직접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혁한 부분이 의미가 없게 된다.492) 제재대상자의 지정취소 신청 결과가

실제 운영상 국가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정

취소는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지정취소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한다.

3. 지정취소 결과에 대한 심사제도의 부재

지정취소 결과에 대한 심사제도의 부재는 적법절차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자신의 지정에 대해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산동결 지정의 타당성을 심사받을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 절차에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실상 국가의 신청만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산동결

대상자가 지정취소 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유엔 차원에서

지정취소 결과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은행 제재의 2단계 프로세스는 지정취소 결과에 대한 심사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사점이 있다. 세계은행의 제재대상자는 제1단계

‘입찰 중지 및 제외실’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2단계 ‘세계은행 그룹 제재이사회’에서 제재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다.493) 세계은행의 제재대상자는 2단계에서 제재의 타당성을 재검토

‘Human Rights Committee Ninety-fourth session of 13–31 Oct. 2008, 
Communication No. 1472/2006 (29 Dec. 2008)’, UN Doc. CCPR/C/94/D/1472/2006, 
pp.4-5(para.2.2-2.5).

492) 지정된 자는 자신의 신청보다 국가의 신청이 지정취소 절차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크므로, 여전히 국가에 지정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한다. 

493) 각 단계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의 ‘Sanctions System’ 
<https://www.worldbank.org/en/about/unit/sanctions-system> (2020.11.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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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으므로, 유엔의 자산동결 대상자보다 적법절차를 더 충실하게 보장

받고 있다. 유엔에서도 세계은행처럼 독립성을 확보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엔 특별보고자 보고서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지정취소를

심사할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절차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494)

제3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개선 방안

Ⅰ. 개선 목표

제4장 제2절에서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효과적인 이행, 적법절차,

투명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이 자산동결 규율 체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① 효과적인 이행의 도모, ② 투명성의 증진, ③ 적법

절차의 보장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엔은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엔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

결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는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산동결의 인적 대상, 물적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 유엔에서 자산동결 규율 체계를 개선하면서 자산동결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유엔 자산동결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자산동결의 회피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유엔이 일반 대중에게 자산동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유엔 자산동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유엔 자산동결의 적법성도 강화될

수 있다.495) 현재 유엔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를 불충분하게

49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xty-seventh Sess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UN Doc. A/67/396 (26 September 2012), p.15(para.35).

495) Astrid Forberg Ryan,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the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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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지정된 이유가 요약된 형태로 제공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엔은 일반 대중이 지정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유엔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은 지정취소 신청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 수 없다. 유엔은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

셋째, 유엔은 자산동결 규율 체계를 개선할 때 적법절차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유엔 자산동결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산동결 조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496) 자산동결

조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있다. 유엔에서 자산

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해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

취소의 신청 결과가 사실상 국가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지정취소

절차가 적법절차로 기능하려면, 지정취소의 결과가 신청 주체가 아닌 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유엔은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만들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Ⅱ. 개선 방안

1.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

유엔에서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려고 하면, 제재결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국가가 자산동결의 의미를 해석을 통해 확정할 수도 있지만,

자산동결은 특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자산동결의 통일적

The Case for Greater Transparency (Security Council Report, 2014), p.1.
496) 자산동결은 재산권, 사법심사권, 청문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Special 

Research Report, UN Sanc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2013), p.14.



- 113 -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497) 개별 국가가 자산동결의 용어를 정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이 국가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유엔에서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를 채택하면,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모호성 해소에 도움될 것이다. 자산동결 용어의 표준화된

정의는 자산동결 이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자산동결

용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표적 금융제재가 논의될 당시부터

있었다. 인터라켄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와 ‘조치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였다.498) 인터라켄 프로세스 보고서에서 표적 금융제재의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이 정의를 EU 규정상의 정의와 비교·논평하였다.499) 유엔

제재 고위급 심사에서도 유엔이 금융제재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500) 현재까지 자산동결 용어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

추후 유엔 차원에서 자산동결 관련 용어를 정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별지 1]에 정리해 놓았다. [별지 1]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유엔 제재위원회의 발표 자료, 관련 협약, EU 규정,

인터라켄 프로세스에 나타난 자산동결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논평

하였다.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공식적인

정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유엔은 ‘asset’, ‘freeze’, ‘economic

resources’, ‘fund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와 같이 자주

사용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497) Vera Gowlland-Debbas, supra note 112, p.51. 
498) Rolf M. Jeker, “Lessons Learned and Definitions”, in Swiss Federal Office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Economy,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 Financial Sanctions (1998), pp.67-70. 

499) 이 보고서에서 ① ‘funds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②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③ ‘freeze’, ④ ‘financial services’, ⑤ ‘assets’ 등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시도했다. The Swiss Confederation et al.,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 Manua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2001), pp.62-70.

500) 유엔 정무국,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러한 정의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Watson Institute and Compliance & Capacity Skill International, LLC, Compendium 
: High Level Review of United Nations Sanctions (2015), p.61.

     참고로 호주, 핀란드, 독일, 그리스, 스웨덴 5개국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엔 제재 고위급 심사((High Level Review of United Nations Sanctions)를 진행하였다. 
Watson Institute 등은 유엔 문서(UN Doc. A/69/941-S/2015/432)를 바탕으로 High 
Level Review of United Nations Sanctions (2015)라는 개설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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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동결 회피에 대한 대처

유엔은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자산동결 회피 사례를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 자산동결의 회피 사례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보고되고 있다. 제4장 제2절에서 유엔 자산동결의 회피 사례로 ① 가족을

이용한 사례, ② 선박을 재등록 등을 한 사례, ③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례, ④ 폐쇄된 계좌를 이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자산동결의 회피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① 유엔에서 가족을 이용한 자산동결의 회피에 대처해야 한다.

유엔은 이러한 회피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유엔 안보리는 가족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의

para.23(b)에 따라 후세인과 전 이라크 고위 공무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자산

동결을 결정하였다.501) 이러한 방안은 가족을 통한 자산동결 회피를 막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의 가족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일반적이지 않다. 유엔 안보리가 자산

동결 회피와 무관한 가족 구성원까지 자산동결을 하면, 무고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유엔에서는 자산동결 회피를 조력하는 자산동결 대상자의

가족을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자산동결 대상자의

대리인이나 하수인에 대해서도 자산동결을 채택하고 있다.502) 자산동결

대상자의 가족은 자산동결 대상자를 대신하거나 지시를 받아서, 자산동결

조치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자산동결

대상자의 가족을 자산동결 대상자의 대리인이나 하수인으로 보아,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자산동결 회피와 관련 있는 자산동결

501) 유엔 이라크 제재의 자산동결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2003)’ UN 
Doc. S/RES/1483(2003), para.23(b). 

50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6(2015)’ UN Doc. S/RES/2206(2015), pa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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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가족만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엔 차원에서 수많은

자산동결 대상자의 가족 중 누가 자산동결 회피를 돕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유엔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 이행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

동결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이 자산동결의 회피에 참여하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유엔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의 가족이

자산동결을 회피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을 확인만 해줄 수도 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지적은 ‘이름을 공개하고 비판하기’를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② 유엔은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 회피에 대응해야 한다. 유엔은 선박

자산동결의 회피를 감시하고, 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러한 회피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제4장 제2절에서 소개하였듯이 OMM는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을 회피하려고 소유권 변경, 재등록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후속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의 para.23에서 OMM이

통제, 운영하는 선박을 자산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503) 유엔에서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 회피를 막기 위해서 선박의 식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선박을 자산동결을 하면서 배의 이름과 IMO

번호를 명시하고 있다.504) 예컨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의 부속서 Ⅲ

에서 미림호에 관해 자산동결을 하면서, IMO 번호 8713471를 같이 명시

하였다.505) OMM 관련 선박은 이 제재결의에서 명시된 이후에도 해상이동

업무식별번호(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콜사인(call sign), 선적 등의

변경을 통해 정체를 속이고 있다.506) 유엔 차원에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503) UN Doc. S/RES/2270(2016), para.23.
504)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엔의 특별기구로 선박안전 보장, 해양오염 예방 등의 목표로 

활동한다.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의 ‘About IMO’ <https://www.imo.org/en/About/ 
Pages/Default.aspx> (2020.12.13. 최종방문).

     IMO 식별번호 제도는 1987년에 해양안전 확보, 해양오염 방지, 해양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고, 1996년부터 100톤 이상의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 번호는 
부여되면, 회사와 소유주를 위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선박 회사가 합병되면, 작은 회사의 
IMO 번호는 사용이 중지되고, 큰 회사의 IMO 번호가 사용된다.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의 
‘IMO Identification Number Schemes’ <https://www.imo.org/en/OurWork/MSAS/ 
Pages/IMO-identification-number-scheme.aspx> (2020.12.13. 최종방문).

50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016)’  UN Doc. S/RES/2270(2016), Annex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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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Organiz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선박을 식별해야 자산

동결 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③ 유엔은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자산동결 회피에도 대처해야

한다. 유엔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울프스

베르그 그룹(Wolfsberg Group) 등과 협력하여 기술적 수단을 통한 자산동결

회피를 규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모니터링 팀은 이러한 기구들과 협력

하여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의 전자 송금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507) 유엔은

이러한 정부·금융 기관 연합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이버 공격, 비트코인

등 신종 자산동결의 회피 수단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에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자산동결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국제적 수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동결의 회피는 초국경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이버 공격을 하여 자금을

이체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도 있

다. 개별 국가가 이러한 기술적 수단이 동원된 초국경적 범죄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유엔 제재 고위급 심사에서도 유엔 제재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

한 도전 과제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논의하면서, 국제적 협력과 수사 능

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508) 유엔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506)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UN Doc. S/2017/150 (27 February 2017), pp.50-52(para.138-142).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는 9개 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라디오 경로로 전송되며, 국제전기
통신연합에 의해 관리된다. 콜사인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름이 비슷한 선박 
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TU, ITU Guidance for Administrations (2014), 
p.35; 미국 해안경비대 홈페이지의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https:// 
www.navcen.uscg.gov/?pageName=mtmmsi> (2020.12.13. 최종방문); Ship Tracks 
홈페이지의 ‘MMSI, IMO and Call Sign’ <https://shiptracks.com/updates/2019/

   07/01/mmsi-imo-and-call-sign-what-is-the-difference/> (2020.12.13. 최종방문).
507) 에그몽 그룹은 166개국 금융정보분석원의 연합체로 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에 대항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에그몽 그룹 홈페이지의 ‘About’ <https://egmontgroup.org/en/ 
content/about> (2020.12.12. 최종방문).

     울프스베르그 그룹은 13개 글로벌 은행의 연합체로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등 금융 범죄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있다. 울프스베르그 그룹 홈페이지 <https://www.wolfsberg-principles. 
com/> (2020.12.12. 최종방문).

508) 이 보고서는 유엔이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Watson 
Institute and Compliance & Capacity Skill International, LLC, Compend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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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과 관련하여 유엔 제재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에 특별통지(Special Notice)를

통해서 유엔 제재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509) 유엔은 기존의 국제

형사경찰기구와 협력을 심화하여, 국가의 국제적 수사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④ 유엔 차원에서 폐쇄된 계좌를 이용한 자산동결 회피를 해결해야

한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회원국에 금융기관의 계좌를 폐쇄

하는 것만으로 자산동결에 관한 결의의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권고하였다.510)

다만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권고는 실제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511)

유엔이 이러한 권고만으로 폐쇄된 계좌를 통한 자산동결 회피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유엔은 이행지원통지를 활용하여, 폐쇄된 계좌로 인한 자산

동결 회피에 대응할 수도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계좌를 폐쇄하지 말고 동결하라는 이행지원통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512) 국가는 이러한 이행지원통지를 바탕으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계좌를 동결하는지 감독하여, 폐쇄된 계좌를 통한 자산동결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

High Level Review of United Nations Sanctions (2015), pp.86-87.
509) 국제형사경찰기구 홈페이지의 ‘Interpol–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pecial 

Notices’ <https://www.interpol.int/Our-partners/Internationalorganization-partners/ 
INTERPOL-and-the-United-Nations/INTERPOL-United-Nations-Security-Council-

   Special-Notices> (2020.12.13. 최종방문).
     국제형사경찰기구는 194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홈페이지의 ‘What is Interpol’ <https:// 
www.interpol.int/ Who-we-are/What-is-INTERPOL> (2020.12.13. 최종방문).

510) UN Doc. S/2019/171 (5 March 2019), p.64(para.164).
511)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총 48건을 

권고하였으나, 단 1건만 수용되었다. 유엔 남수단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6년에 걸쳐 총 100건 이상을 권고하였으나, 단 5건만 수용되었다. 임갑수·문덕호, supra 
note 417, p.156.

512) 유엔 제재위원회는 자산동결에 관한 이행지원통지를 발표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자산
동결에 관한 이행지원통지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현행 유엔 제재 체제에서 단 3건
(리비아 제재위원회의 이행지원통지 제1호, 제5호, 제6호)에 불과하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Libya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970/ 
implementation-assistance> (2020.12.1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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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된 이유의 충분한 제공

유엔 안보리는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513) 유엔 안보리에서 지정된 이유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산동결 대상자 사이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어떤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는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지만, 다른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에서 ‘백창호’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위만 소개하고 있지만, Jamaah Ansharut Daulah에 대해서는

설립 시기, 구성원의 수, 조직의 리더, 활동 지역, 교회 공격, 자살폭탄테러,

경찰관 살해 등 지정의 근거가 된 행동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514) 유엔 차원에서 특정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가 부실하게 제공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특별 통지를 참고해서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를 보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

경찰기구는 모두 Eric Badege에 관한 지정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515) 국제

형사경찰기구는 유엔 안보리와 비교하였을 때 지정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특별 통지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설명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더하여, 전문가 패널 보고서, BBC 기사, IPIS 리포트에

나온 관련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상술한다. 이러한 경우에 유엔 안보리는 필요

하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특별 통지를 참고해서 지정된 이유를 보강할 수

있다.516) 다만 이러한 방법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513) 아래의 문헌에서 지정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James Cockayne et al., supra note 13, p.26.

514)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Paek Chang-Ho’,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sanctions/1718/materials/summaries/individual/paek-chang-ho> (2020.12.13. 최종
방문);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Jamaah Ansharut Daulah’ <https://www.un.org/ 
securitycouncil/content/jamaah-ansharut-daulah> (2020.12.13. 최종방문).

515)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Eric Badege’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sanctions/1533/materials/summaries/individual/eric-badege> (2020.12.13. 최종
방문); 국제형사경찰기구 홈페이지의 ‘Eric Badege’ <https://www.interpol.int/How- 
we-work/ Notices/View-UN-Notices-Individuals#2013-16027> (2020.12.13.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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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대상자가 모두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특별 통지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는 현행 제재위원회 중 이라크, 레바논, 북한,

말리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에 대해 특별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517)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모두 지정된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때도 있었다.518)

결국 유엔 차원에서 지정된 이유를 충실히 제공하려면, 지정 절차

에서부터 지정 이유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4장 제2절에서 지정된

이유의 부실한 제공은 지정 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점에 기인

한다고 진단하였다. 자산동결 대상자를 지정할 때부터 최소한 4가지 기본

정보(이름, 출생일, 출생지, 국적)를 확보해야 한다.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

에서 지정을 요청할 때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출하라고 한 규정을 의무적

으로 보아야 한다. 지정을 요청할 때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유, 관련 증거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4.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 공개

유엔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유엔도 세계은행이 제1단계 결정문과 제2단계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처럼 결정문을 공개하여, 결정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유엔에서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결정문을 공개하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대중의 공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결정의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지정취소 신청이 어떻게

516)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Eric Badege에 대해서 지정된 이유를 이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7) 국제형사경찰기구 홈페이지의 ‘View UN Notices Individuals’ <https://www.interpol. 
int/How-we-work/Notices/View-UN-Notices-Individuals> (2020.12.13. 최종방문).

518) Great Lakes Business Company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Great Lakes Business Company’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

   1533/materials/summaries/entity/compagnie-aerienne-des-grands-lacs-%28cagl%
   29%3B-great-lakes> (2020.12.13. 최종방문); 국제형사경찰기구 홈페이지의 ‘Great Lakes 

Business Company’ <https://www.interpol.int/How-we-work/Notices/View-UN–Notices 
-Entities# 2013-16686> (2020.12.1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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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유엔은 결정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밀 사항 등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유엔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처리 과정에서 기밀이나 비밀 정보원에 의해 확보된 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정취소의 결정문에서 비공개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허용되어야 한다.519)

유엔은 향후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더라도,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20) 현재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자산동결 대상자도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알지 못하고 있다.521) 자산동결 대상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다투기 어렵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을 통해 신청의 기각 이유를 분석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5. 유엔 사무국의 직접 통지

유엔 사무국은 자산동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통지를 시행해야 한다. 유엔이 개별 국가에 지정된

자에 대한 통지를 맡기게 되면,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통지를 고시로 대체하고 있다. 이

고시의 내용에는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유엔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통지를 진행하면,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다. 유엔 사무국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행정적으로 충분히

519) EU 이사회는 멜라트은행이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도왔다는 정보는 비밀 정보원에서 
나왔다고 항변하였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원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기밀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ouncil v Bank Mellat, Case C-176/13 P (2016), 
p.20(para.115). 

     아래의 문헌에서 기밀을 해제하거나 법정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밀을 증거로 사용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Gavin Sullivan, The Law of the List: UN 
Counterterrorism Sanctions and the Politics of Global Securit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340.

520) 제4장에서 곧이어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논의한다.
521) Devika Hovell, supra note 1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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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수는 개별

제재위원회마다 많아도 수백 명이나 수백 개에 불과하다. 유엔 사무국에서는

국제 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원국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를

할 수 있다.

유엔 사무국에서 직접 통지를 담당하려면, 통지에 관한 유엔 제재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유엔 자산동결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제2절에서 언급

하였듯이 대부분의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개별 국가가 통지를 담당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유엔 사무국이 직접 통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유엔은 2006년에 ‘지정취소에 관한 담당자

제도’를 도입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 1730호(2006)의 para.2를 통해 관련 유

엔 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522) 마찬

가지로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발표하여, 관련 제재위원회 가이드

라인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일괄적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다.

유엔 사무국은 통지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통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면 족하다.523) 유엔 사무국에서 직접 통지

하다 보면, 통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예컨대 유엔 사무국

에서 특정 장소에 은신해 있는 테러리스트의 주소를 알아내서 통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유엔 사무국이 아니라 국가가 통지해도 마찬가지

이다. 개별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43조(3)처럼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음

가능한 기회에 통지할 준비를 해놓으면 된다고 규정해 놓을 수 있다.524)

522) UN Doc. S/RES/1730(2006).
  2. Directs the sanctions committees established by the Security Council,       

   including thos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1636 (2005),  
   1591(2005), 1572(2004), 1533(2004), 1521(2005), 1518(2003), 1267(1999), 1132(1997),  
   918(1994), and 751(1992) to revise their guidelines accordingly; 

523) 통지의무는 민법상의 개념에 비유하면, ‘결과채무’보다는 ‘수단채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24) Terrorist Asset-Freezing etc. Act 2010, Section 43(3).
     43  통지의 서비스
   (3) 재무부가 그 사람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처음 가능한 기회에  

   그 사람에게 통지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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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

유엔은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현재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취소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유엔 차원

에서 더이상 지정취소 결과를 다툴 방법이 없다. 브라운 대학교의 왓슨

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서를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심사제도를 구상할 때

① 독립성과 공평성, ② 구제를 부여할 권한, ③ 지정된 자의 접근성 보장과

같은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525) 이 보고서에서는 심사

제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논의한다.

첫 번째 유형은 유엔 안보리 권한 아래에서 지정취소 결과를 심사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모니터링 팀이 지정

취소 결과를 심사하는 방안이 있다. 유엔에서 이 방안을 도입하면, 분석적

작업과 기밀 작업에 익숙한 모니터링 팀을 활용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에

대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심사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모니터링 팀의 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과 권고하는 역할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526) 다음

으로 옴부즈퍼슨이 지정취소 결과를 심사하는 방안이 있다.527) 유엔이

이 방안을 활용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정된 자의 접근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심사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권고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528) 또 다른 방안은

525)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argeted Sanction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2006), p.44.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는 
이 보고서가 출간될 때까지만 해도 도입된 상태가 아니었다.

526) Ibid., pp.44-45.
527) 이러한 방안은 유엔 제재 고위급 심사 보고서에서도 제안되었다. Watson Institute 

and Compliance & Capacity Skill International, LLC, Compendium : High 
Level Review of United Nations Sanctions (2015), p.31.

528)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argeted Sanctions 
through Fair and Clear Procedures (200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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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이 지정취소 결과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널리 수용될 수 있으며, 지정된 자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엔에서 이 방안을 이용하면, 심사

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권고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529) 유엔 안보리 권한 아래에서 지정취소 결과를

심사하는 방안은 모두 심사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유엔에서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면, 권고 의견만을 낼 수 있다. 권고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추가 소송으로 이어져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은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되기 부적합하다.

두 번째 유형으로 독립적 중재 패널을 설치하여 지정취소 결과를

심사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패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구제할 권한이

있으며, 지정된 자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유엔이 이

방안을 채택하면, 유엔 안보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될 수 있다.530)

세 번째 유형으로 유엔 차원에서 지정취소 결과를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독립성과 접근성이 높고, 구제할 권한이

있으며, 국가나 지역 기구의 재판소에서 인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도 유엔 안보리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상당한 소송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따른다.531)

이 방안과 관련하여 사법심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유엔 안보리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532)

사법심사 방안을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독립적 중재 패널 방안이나 사법심사 방안은 모두 구속력이 있어서

구제할 수 있고, 독립성과 접근성이 높다. 하지만 두 방안은 모두 유엔 안보리

권한을 침해하고,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두 방안의

529) Ibid., pp.44-46.
530) Ibid., p.47.
531) Ibid., p.47. 
532) James et al. Cockayne, supra note 1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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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의 도입은

유엔 안보리의 지정취소 결과에 간섭하는 일이므로, 불가피하게 유엔 안보리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유엔에서 소송이든 중재든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면,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법심사 방안은 독립적

중재 패널 방안과 비교할 때 비교적 일관되게 판례를 형성할 수 있고, 개별

국가나 지역기구 재판소의 비판적 판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제도로 더 바람직하다. 유엔이 사법심사 방안을 도입하면, 세계은행의 2단계

제재 프로세스처럼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사법심사 방안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정취소 신청의 결과가 사실상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한되었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제4절 결어

지금까지 제4장에서는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효과적인 이행의 측면

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는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모호

해서 자산동결의 물적, 인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엔 차원에서 자산

동결 관련 용어의 표준화된 정의를 채택하여,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

동결을 회피하여, 자산동결 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에서 자산동결의

실제 회피 상황을 분석하여, 후속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행지원통지

발표, 관련 기관과 협의 등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엔은 자산동결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

하다. 일반 대중은 유엔으로부터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서 특정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가

지나치게 부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특별 통지는

지정된 이유의 보충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다. 유엔은 근본적으로 지정된

이유를 충실하게 제공하려면, 지정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 대중은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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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의 결과는 공적 통제를 받거나, 대중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유엔도

세계은행처럼 지정취소의 결정문을 공개하여, 결정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제대로 통지하지 않기도 한다. 유엔 차원에서

직접 통지를 진행하면, 통지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사무국이 직접 통지하도록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취소 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유엔 단계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유엔은 사법심사 방안을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해야 한다. 이 방안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독립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나 지역 기구의 재판소의 비판적 판결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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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 상황

Ⅰ.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

한국은 유엔 자산동결을 기존 법령, 그중 주로 ‘외국환거래법’과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등을 활용하여 이행하고 있다.533)

1. 자산동결의 범위

한국 자산동결의 범위에 관하여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을 ‘거래 내용’에 주목하여 검토

한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 거래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재산 거래’를 규율한다. 이러한 내용을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체제’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의 순서로 검토한다.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체제’를 통해 ‘외국환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

으로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다.534)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제정된 것)는 1998년

후반에 도입되어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 모체가 되었다.535) 이 조항은

533)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UN Doc. S/AC.49/2017/127 (29 November 2017), p.3.

534) 구 외국환거래법(1961. 12. 31. 법률 제933호로 제정된 것)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
가치의 안정',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535)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5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  
   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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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는 폐지하고 허가제도 제한적으로만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의 외

국환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고 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유엔 자산동결 이행과 무관하게 도입되었다.536) 이 조항은 유엔 자산동결이

발전하게 되자, 자산동결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외국환

거래법은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이후 2020년 12월까지 폐지제정 1번과

개정 26번을 거쳐 외국환거래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이 되었다.537)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에

‘외국환 거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다.538)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39)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은 2008년 1월 9일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2호로 시행되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72호’(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0호’(코트디부아르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가 폐지되었다. 이 지침은 14번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의무

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2017. 12.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9호)이

되었다.540) 이 지침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하는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6)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4008호 (1998년 9월 16일), p.18.
5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
   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9%B8%EA%B5%
   AD%ED%99%98%EA%B1%B0%EB%9E%98%EB%B2%95#undefined> (2021.01.30. 최종
   방문).
538) 외국환거래법 제15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  

   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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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금융제재대상자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보다는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진다.541)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다.542) 이 지침의 제정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유엔의 특정 제재 체제에서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금융제재대상자가 된다.543) 금융제재대상자는

이 지침 제3조에 의해 외국환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44) 즉,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는 한국의 금융제재대상자로서 외국환

거래를 제한받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다.545)

또한, 한국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를 통해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재산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697호로 제정된

것)은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5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
   10 202&admRulSeq=2100000153789> (2020.11.27. 최종방문).를 참조.
541)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1998. 4. 30. 97헌마141.
542)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43)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유엔의 특정 제재 
체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 추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모든 유엔 제재 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544)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3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
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45)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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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다.546)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테러’나 ‘테러 자금’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테러’라는 용어는 정치적이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에서는 ‘테러’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547)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관한법률’은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이후 2020년 12월까지 총 10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률의 마지막 개정은 2020년 3월 24일에 있었으며, 개정

법률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548)

금융위원회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제2호)에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549)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융 거래’나 ‘재산 거래’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나 그 행위의 상대방은

이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550)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546)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547) 재정경제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7.11.22., pp.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2018년 10월 18일에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아래 논문을 참조하면 ‘테러’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Yoram Danziger, "Changes in Methods of Freezing Funds of Terrorist, 
Organisations since 9/11 :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oney Laundering 
Control, Vol.15, No.2 (2012), pp.211-213.

5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1875&ancYd
   =20071221&ancNo=08697&efYd=20081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
   010202&ancYnChk=0#0000> (2020.11.17. 최종방문).를 참조. 
549)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550)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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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금지법률은 외국환 거래에도 적용된다.551)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은 2009년 5월 18일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구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2009.5.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31호)은 ‘알카에다·탈레반 체제’의

제재대상자에 대한 ‘지정’만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폐지 제정 1번과 개정

12번을 통해 현재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2019. 6. 2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2호)이 되었다. 현행 규정은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 ‘북한

제재 체제’,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의 제재대상자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552)

이 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지침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보다는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다.553) 이 규정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領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551)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3조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55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
   0000179849> (2020.11.27. 최종방문).를 참조.
553)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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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기능

한다고 볼 수 있다.55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2조 가목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과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재산 거래’를 할 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나

상대방은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2조 나목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55) 이를 종합하면 유엔 자산동결 대상자는 한국의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재산 거래를 제한받고,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556)

다음으로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을 ‘제재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유엔 안보리 또는 14개의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557)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4호까지는

554)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555)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2조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   
   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556) 이 장에서 추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에서 모든 
유엔 제재 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557)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년, 2009년 : 소말리  

    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결의 제751호(1992년) 및 제1907호(2009년)에 의하  
    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  
    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     
    (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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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개 유엔 제재 체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는 각각 유엔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이란

제재 체제에 관한 것이나, 위 제재 체제는 각각 2016년 5월 25일, 2016년

4월 28일, 2015년 7월 20일에 종결되었다.558) 즉,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는 이미 종결된 제재 체제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  
    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  
    1521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  
    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  
    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1572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7.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  
    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  
    호(200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  
    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중단 합의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  
    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2231호 (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  
    명한 자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 :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  
    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 : 예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     
    2140호(201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    
    2206호(201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5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88(2016)’ UN Doc. S/RES/2288(201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83(2016)’ UN Doc. S/RES/2283(201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31(2015)’ UN Doc. S/RES/223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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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목에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지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59) 이 규정 제1조 가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제재대상자

중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 제1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이다.560) 즉, 유엔의 제재대상자라도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제재 체제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다.

2. 자산동결의 면제

자산동결의 면제는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체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의 관련 내용만 검토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나 그 행위의 상대방은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559)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목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
(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560)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  
    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중단 합의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  
    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  
    한 자

    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88호 (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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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61) 금융위원회는 이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제1호)

②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제2호), ③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금융 거래 등을 허가할 수 있다.562) 이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563) 이 조항은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생계비, 의료비’(제1호), ‘그 밖에 인도주의’(제1호),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제2호) 부분은 각각 ‘기본비용’,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사안별 결정’,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 하의 지급’에 대한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564)

금융위원회는 이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

위원회의 제재대상자에 허가하기 전에 제재위원회에 통지해서 승인받아야

한다.565) 이 규정은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에 관해서만 정해져 있다.

3. 자산동결의 지정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유엔 안보리

또는 14개의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유엔의 제재대상자로서 적용

561)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명칭에서부터 

최신화되지 못했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8일 개정을 통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이 시행령도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562)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563) 한국에서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산동결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 거래를 허가

하는 것은 자산동결의 면제에 해당한다.
564) 유엔 리비아 제재 결의 2009(2011)의 para.16에서는 인도주의적 면제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09(2011)’ UN Doc. S/RES/2009(2011), 
para.16.

565)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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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로 규정하고 있다.566)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이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행위 없이도 바로 금융제재대상자가 된다. 기획

재정부는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정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금융제재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567)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는 유엔 이외의 제재

대상자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568)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미국이 특정 행정명령에 따라 지명한 제재대상자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 제18호에서 유럽연합이 지명한 제재대상

자를 적용 범위로 규율하고 있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9호에서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를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569) 이 조항은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유로 포섭되지 않는 자를 적용

범위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

부터 제19호까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제재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570)

566) 이 규정에서 ‘지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유엔 제재 체제에서 제재대상자로 삼는 것을 ‘지정’이라고 하고,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목에서도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67) 기획재정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제19호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명단, 2016.12.26. 

568)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
  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5.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  

     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573호 및 제1358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기획   

     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569) 아래의 고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9호를 근거로 금융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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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1항에서도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

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제1호), ②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제2호)를 의미한다.571) 이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2019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685명이다.572)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제1조 가목에서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① 유엔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 ② 유엔 이란 제재 체제, ③ 유엔 대북

제재 체제, ④ 유엔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에서 지정한 자로 보고 있다.573)

이 규정 제1조 가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법인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

금지법률의 명칭과 같이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되어 지정

되었다. 이 규정 제1조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570) 기획재정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제19호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명단, 2016.12.26. 

571)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  
    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57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
573)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   

    (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  
    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  
    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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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제1조 나목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

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이다.574) 여기서 “아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

(2001년)”(제1호)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제2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2001)’는 유엔 대테러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이다. 이는 모법인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이 테러리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다. 이 규정 제1조

가목에서 이미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규정하였지만, 이 규정 제1조 나목

에서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유엔 대북제재 체제에서 지정한

자가 아니더라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 제1조

나목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이 규정 제1조 가목의 경우와 달리 ‘금융

위원회의 지정’이 필요하다.

4. 자산동결의 지정취소

한국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적

용될 지정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575) 금융위원회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

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대량살

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576)

574)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나목.
57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국가들이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FATF, Methodology for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FATF Recommend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AML/CFT 
Systems (February 2019), pp.34-37.

576)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  

   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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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가목 (1), (2), (3)에 따라 ①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 ②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③ 옴부즈퍼슨에 지정취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577) 유엔의 지정취소는 ‘제재대상자’나 ‘국가’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유엔의 지정취소 절차를 충실히 반영하였다.578) 이 규정에서 옴부즈

퍼슨 제도를 두고 있는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의 특수성도 고려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나목 (2)에

따라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정취소를 한다.579) 이 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이 규정 제3조

가목에서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옴부즈퍼슨을

통해서 지정취소를 하게 한 것과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이 규정

제1조 나목에 따라 ‘지정’했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직접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였다.580)

577)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가목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호)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아래 “중심 담당자  
   (the Focal Point)”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 족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   
   담당관(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578) ‘금융위원회’가 유엔의 지정취소에서 ‘국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9) 참고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7항, 공중

협박 자금금지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나목 
(1)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나목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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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

한국이 자산동결 이행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지

검토한다. 우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권리를 살펴본다.581) 첫째,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에 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는 보다 신중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고려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582) 행정청은 예외적으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583) 즉, 행정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580)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   

   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581) 한국의 자산동결 조치는 행정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582) 박균성, 『행정법론(上)(제14판)』 (박영사, 2015).
58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서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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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584)

자산동결 처분을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측면에서 평가하면,

이 조치는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① 자산동결 조치는 신청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조치는 ‘유엔 제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 ③ 이 조치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재대상자가 자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산동결 조치를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동결

조치를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산동결 처분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자산동결 대상자의 지정된 이유를 통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내

법상 자산동결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행정청이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려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사전통지에 관해 검토하면, 행정청이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을

할 때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58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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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를 의미한다.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585) “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586) 특히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당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587)

자산동결 처분을 ‘사전통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이 조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산동결 처분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처분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지 문제된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될 자는 자산동결

처분에 관해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자산동결을 예상하여 사전 조치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자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 다른 거래 수단을 마련해

놓을 수도 있다. 이는 자산동결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처분은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자산

동결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해주기는 어렵다.

58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58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58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 142 -

셋째, 청문에 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제1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3호)를 의미한다. 즉,

청문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실시하고 있다. 자산동결 조치를 ‘청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조치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도

아니다. 행정청이 이 조치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산동결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진행하지 않아도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588)

넷째, 통지에 관해 논의하면, 행정절차법에서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589)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자산동결 처분은 금융제재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기획재

정부 고시’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발표

되고 있다.590) 대법원은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

하고 있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591)

한국 멜라트은행 제1심 판결에서는 자산동결 처분의 대상자를

‘불특정다수인’으로 보아서,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588)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89)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송달의 효력 
발생’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59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47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 등. 
59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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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고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592)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한국

에서 자산동결 처분을 하면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593)

다음으로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 규정한

절차적 권리를 검토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

금지법률 제4조 제7항 제1호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594) 공중협박 자금금지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나목(1)에서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95) 한국이 특정 제재 체제에 관하여

자산동결 조치를 할 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596)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영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는 한국 자산동결 법령의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기구는 2012년 권고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592)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593)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이 장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미흡' 부분에서 살펴

본다.
594)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7항 제1호, 제2호.
595)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나목 (1).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 (2008. 12. 12.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08-177호) 제4조

에서 ‘이의신청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 [별지 3]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첨부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에 대한 정보
(이름, 주소 등)을 적게 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도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 [별지 3] 이의신청서.

596)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공중협박 자금금지법률 시행령,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이 일부 제재 체제에만 적용되므로, 자산
동결 전체에 이의신청을 절차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후 자세히 
논의한다.



- 144 -

위한 자금조달’(R7)을 포함했다.597) 한국은 이러한 권고를 국내 관련 법령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이 기구의 2012년 R7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되었다.598)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8일 개정에서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법률명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추가하여, 2012년

R7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599)

이 기구의 권고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의 지정

취소 규정, ‘공중협박 자금금지법률 시행령’의 면제 규정 등을 갖추는 것에도

기여하였다. 제5장 제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은 면제 규정, 지정취소 규정을 전부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만 지정취소 규정,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 기구의 2012년 R7.4(지정취소), R7.5(면제)를 수용한

결과로 추측된다.600) 한국은 이 기구의 상호평가에서 권고를 잘 준수하는지

심사를 받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권고를 비중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601)

이 기구의 상호평가도 한국 자산동결 법령의 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기구의 상호평가 결과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이 상호평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602) 이 기구는

59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What We Do’ <https://www.fatf-gafi.org/about/ 
whatwedo/> (2020.11.15. 최종방문).

598) 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pp.6-7.

599) 이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법률명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규정도 추가하였다.

60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는 실제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 있게 참고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 기구의 상호평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R7.4는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7.5 (a)는 “계좌가 표적 
금융제재의 대상이 되기 전에 발생한 계약, 합의, 의무에 관하여”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7.5 (b)는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지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601) 기술적 이행은 이 기구의 권고를 잘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FATF, Methodology 
for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FATF Recommend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AML/CFT Systems (February 2019),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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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한국에 대한 제3차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603) 한국은

2009년 상호평가의 기술적 이행과 관련하여 ‘테러리즘 자금조달’ (R.6) 분야

에서 ‘부분적 이행’(PC) 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현재 체제에서 ‘외국환

거래’나 ‘금융 거래’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604) 한국은 이 기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은 2011년 9월 15일에 ‘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재산 거래’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605)

최근 발표된 이 기구의 상호평가도 한국 자산동결 법령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구는 2020년에 한국에 대한 제4차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606) 한국은 ‘테러리즘 자금조달’(R.6)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R.7)의 기술적 이행 부문에서 ‘부분적 이행’(PC) 등급을

받았다.607) 이 상호평가 보고서는 기술적 이행과 관련하여 대리인이나

602) 한국은 제4차 상호평가를 대비하여 외교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체를 
만들었다. 합동 회의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6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합동,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2018), pp.5-6.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투자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홈페이지의 ‘국가신용등급’ <http://dic.mk.co.kr/cp/pop/desc. 
php?from=%B0%A1&to=%B3%AA&page=0&so=> (2020.11.15. 최종방문).

603) 이 기구는 테러리즘 자금조달의 기술적 이행에 관해서만 상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이 기구가 당시만 해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은 업무 영역으로 삼지 않았고, 
상호평가에서 효과성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4) 이밖에도 이 상호평가에서 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267호(1999)의 조치의 
이행은 오직 거래를 제한할 뿐 테러리스트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73호(2001)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동산
이나 부동산 재산, 지정된 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자금이나 자산으로부터 유
래한 재산에 관한 동결을 위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③ “지정된 단체의 자금이나 
다른 자산을 제한하는 장치에 관한 절차가 있지만, 명확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Korea (26 June 2009), 
p.54.

605) 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pp.1-3.

606) 한국은 200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회원이 된 이래로 두 번(2009년, 2020년)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의 ‘Korea’ <https://www.fatf- 
gafi.org/countries/#Korea> (2020.11.15. 최종방문).

607) R.7의 기술적 이행은 2020년에 처음으로 평가가 되었다. R.6의 기술적 이행은 2009년 
평가와 동일하게 부분적 이행(PC) 등급을 받았다. 한국이 R.6와 관련해서 11년 동안 이 
기구의 권고 등을 받아들여,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Republic of Korea (2020),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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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인이 간접적으로 통제 또는 소유하는 자금과 자산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좌에 대한 이전의 계약 등으로 인한 지급 면제’와 ‘개인이나

단체의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 하의 지급 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도

하였다.608) 한국은 ‘테러리즘 자금조달’(IO.10)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IO.11)의

효과성 부문에서 ‘적당한’(Moderate) 수준의 효율성 등급을 받았다.609)

이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효과성에 관하여 한국이 형사 체제 내에서 테러

관련 자산을 보존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적 금융제재

관련 위반에 대한 효과성은 아직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언급도 하였다.610) 한국은 향후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자산

동결 법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Ⅱ.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사건 : 멜라트은행 사건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산

동결에 관한 유일한 사건으로 보인다.611) 이 사건은 자산동결에 관한 한국

법원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사건은 유엔 제재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제재에도 일정한 함의가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멜라트은행의 자회사(First East

608) Ibid., pp.170-172.
609) IO.10과 IO.11의 효과성은 모두 2020년에 처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즉각적인 결과는 나오지만, 주요 개선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Ibid., 
pp.170-172.

610) Ibid., pp.98-103.
611)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멜라트은행의 전 세계 4개밖에 없는 지점 중의 하나이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2001년에 인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한국과 
이란 사이의 무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멜라트은행 홈페이지의 ‘Branches’ 
<https://en.bankmellat.ir/branches.aspx> (2020.11.15. 최종방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홈페이지의 ‘History’ <http://www.bankmellat.co.kr/main/?skin=sub1_2.html> (2020. 
11.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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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Bank P.L.C.)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2010)의 부속서Ⅰ에서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이 자회사는 멜라트은행이 소유 및 통제하는 회사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을 위한 거래를 돕는 멜라트은행을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정되었다.612) EU와 미국은 각각 2010년 7월 26일, 2010년 8월 16일에

멜라트은행을 제재대상자로 지명하였다.613) 한국은 2010년 9월 9일에 ‘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2010. 9.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3호) 제2조 제11호와 제12호에 따라 멜라트은행을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614) 멜라트은행은 2011년 9월 8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금융제재대상자지정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615)

제1심 판결에서 본안전항변과 관련하여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는

원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대상적격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2010. 9. 9.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을 넘어 소송이 제기되어 부적법

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① 처분사유의 부존재,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③ 절차의 하자, ④ 통지의 부존재를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러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616)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617) 상고심 판결에서는

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618)

61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2009)’ UN Doc. S/RES/1929(2009), AnnexⅠ.
613)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614) 멜라트은행의 지정에 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의 멜라트은행에 대한 

조치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란과 
교역이 한 해에 97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였다. 김균미, “美 
한국의 이란제재 조치 환영”, 서울신문, 2010.09.10. http://www.seoul.co.kr/news/news

   View.php?id=20100910005015 (2020.11.15. 최종방문); [사설] 이란·리비아 외교 40년 
공든탑 무너지지 않게, 매일경제, 2010.08.04.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

   view/2010/08/412952/ (2020.11.15. 최종방문).
615) 원고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금융제재대상자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616) Ibid.
61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0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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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의 분석

이 사건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5년이 걸려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① 대상적격, ② 제소기간, ③ 처분사유의 부존재, ④ 재량권의

일탈・남용, ⑤ 절차의 하자, ⑥ 통지의 부존재, ⑦ 소의 이익 등을 법적

쟁점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의 자산동결 이행에 관련된

부분만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③ 처분사유의 부존재, ⑤ 절차의 하자,

⑥ 통지의 부존재, ⑦ 소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멜라트은행은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①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2010)에서 원고의 자회사만 제재대상자로 포함하였을 뿐

원고를 제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고, ② 이란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는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미합중국이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원고를 지명하였고, 유럽연합

이사회가 원고를 지명하였는바, 미합중국이나 유럽연합이사회가 원고가 이란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재대상자로

지명한 행위 및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당연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에서는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원고의 첫 번째

주장(①)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멜라트은행은 유엔 제재대상자가 아닌

618)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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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까지 자산동결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는

멜라트은행이 유엔 제재대상자가 아님에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를

판단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설시하지 않았다.619)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②)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핵 개발 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에서 멜라트은행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이란의 핵 개발 등을 도왔다고 생각되는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했어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EU와 미국이 멜라트

은행을 지정하였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을 뿐, 처분사유를 직접 판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다.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서 ‘외국환 거래’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상 한국 내 영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제한이다. 이러한

중대한 제한을 판단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설시하고 있지 않다.

(2) 절차의 하자 및 통지의 존재 여부

원고 멜라트은행은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고시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고가 금융제재대상자에 지정된 이유),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청문절차 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은 절차의 하자와 관해서는 원고는 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2010. 9. 9. 기획

재정부고시 제2010-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여

619) 예컨대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멜라트은행의 자회사(First East Export Bank P.L.C.)가 유엔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이유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을 위한 거래를 돕는 멜라트은행을 위해서 행동하고 멜라트
은행이 소유 및 통제하기 때문이다. 즉, 유엔 안보리는 멜라트은행을 직접 제재대상자로 지정
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돕는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와 미국도 
멜라트은행을 제재대상자로 지명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2010. 9.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3호)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멜라트은행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 150 -

금융제재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멜라트은행이 행정 절차를 밟는 것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청문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에 해당하므로, 청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620)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는 처분은 금융제재당사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처분은 성질상 사전통지를 할 수 없거나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라고 하였다. 만약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면, 이란의 핵

관련 거래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멜라트은행에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는 멜라트

은행이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멜라트은행은 처분의

이유를 행정청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 판결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이 판결에서 청문과 사전통지 관련하여 판시한 부분에 대해 동의

한다. 청문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 청문이나 사전통지

까지 보장하게 되면, 자산동결 대상자가 될 자는 자산동결 조치를 예상하여

미리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 이는 자산동결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원고 멜라트은행은 통지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관보게재’나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송달’은 적법한 통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는 ‘제소기간’ 부분에서 통지에 관한 내용을 일부 언급

하였다. 멜라트은행이 금융제재대상자가 되면, 이 은행뿐만 아니라 멜라트

은행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외국환 거래에 관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620)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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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처분이 ‘개별적 통지’가 아니라 고시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했다. ‘통지의 존재 여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판결은 고시를 하였으면,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자산동결 대상자에 대해서도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아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자산동결 대상자’와 ‘불특정 다수인’을

통지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자산동결 조치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영향을 받을 자이며, 특정 거래를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적어도 자산동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통지를 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은 자산동결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는 이상 특정 거래를 제한받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이 자산동결 대상자와

거래할지, 언제 거래할지 전부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개별적 통지 대신 고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에서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가 없으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았어야 한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고시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통지를 받지 못하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

당할 수 있다. 실제로 멜라트은행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서, 자신이

금융제재대상자임을 적시에 알지 못했다. 멜라트은행이 금융제재대상자지정

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였다.621)

자산동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정을 다툴 수 있게 하려면, 자산

동결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개별 국가가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22)

621) ‘멜라트은행을 대리한 측’에서는 개별적 통지가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0.01.09. 법무법인 세종 강현정 변호사 면담.

622) 제4장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이라크 제재위원회,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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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의 이익

상고심 판결에서는 소의 이익을 판단하였다.623) 미국과 EU는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월 17일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도 2016년 2월 19일에 원고를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3호에 의해 금융제재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624)

대법원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외교적 딜레마에 처했을 것이다.

원고가 사건을 승소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EU의 원고에 대한 지정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반대로 원고가 사건을 패소하게

되면, 한국은 이란과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625) 대법원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만, 이 사건은 외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법자제 원칙을 따르기 위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기를 기다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626) 본 사건에서 기획재정부

제재위원회, 기니비사우 제재위원회를 제외한 현행 모든 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자산동결’과 관련하여 유엔 사무국이 영주국과 거주국에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등을 통지하고, 국가는 적시에 국내법에 따라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23) “소의 이익은 …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5), p.215.

62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908 판결.
625) [사설] 이란·리비아 외교 40년 공든탑 무너지지 않게, 매일경제, 2010.08.04. https://
   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0/08/412952/ (2020.11.15. 최종방문).
626) 각국 법원은 유엔 제재 관련 재판에서 보통은 관할권이 없다는 논거를 이용해서 사법

자제 원칙을 따른다. Antonios Tzanakopoulos, "Domestic Court Reactions to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p.64 in August Reinisch (ed.), Challeng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fore National Cour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외교문제에 관한 사법자제와 관련하여 이근관,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2호 (2013).을 참조. 사법자제 이론과 관련하여 Frederic R. 
Kellogg, Oliver Wendell Holmes, Jr., Legal Theory, and Judicial Restrai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Jerold Waltman, Principled Judicial Restraint : 
A Case Against Activism (Palgrave Macmillan, 20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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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대리했던 측에서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교섭 단계에서

부터 대법원에 협상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627) 관련 국제

정치적 상황은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란은 2013년

11월 24일에 치열한 협상 끝에 P5+1와 공동행동계획(JPOA)을 체결하였다.

이란은 2015년 7월 14일에 P5+1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

하였다.6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19일에 미국과 EU의 제재대상자

제외에 발맞추어, 원고를 제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곧이어

2016년 8월 29일에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에서 당시 관련 국제정치적 상황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의 소의 이익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 외교적 마찰을 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629) 대법원 행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를

때 6개월 정도이다.630) 2015년에 처리된 행정소송은 3,199건 중 2,533건

(79%)이 심리불속행의 처리기한인 4개월 내에 처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한 행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더 길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 미제사건(상고심)의 심리기간을 살펴보더라도, 2년을 초과한

사건은 1562건 중 124건(7.9%)에 불과하다.631) 이 사건의 논점이 복잡해서

판결이 오래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주위적 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예비적 소송은

627)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리했던 측에서는 대법원에 영국 재무부가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 
은행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도 동일한 사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2019.12.26.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 면담.

628) 2013년 공동행동계획은 외교적 돌파구로서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였지만, 우라늄 농축에 
관한 견해차까지 좁히지는 못하였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우라늄 농축을 제한
하였고, 사찰을 강화하였다. Daniel H. Joyner, Iran'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Law : From Confrontation to Acc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60-62.

629) 항소심 판결은 2013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다. 상고심 판결은 2016년 8월 29일에 선고
되었다. 

630)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p.562. 
631) 4개월 내에 처리된 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이 사법연감에 나온 

통계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다른 이유로 4개월 내에 처리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Ibid., pp.88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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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되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될 때까지 판결을 미루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영국 및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비교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영국 및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동일

하게 멜라트은행이 자산동결이 된 상황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유사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실체적 판단’과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실체적 판단의 부족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비교할

때 ‘실체적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한국의 제1심 판결에서는 미국과

EU가 멜라트은행을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632) 멜라트은행은 미국과 EU이 아닌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원은 미국이나 EU의 판단이

있더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국 자산동결 판결이 적절한 사법심사로 기능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제1심 재판부는 기밀자료 제한, 언어 장벽, 전문

지식 요구 등 여러 제약으로 실체적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법원과 EU 일반·사법재판소는 멜라트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판단을 진행하였다.633)

632)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633) EU 일반·사법재판소도 EU와 유엔 사이에 표적 제재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Joris Larik, "The Kadi Saga as a Tale of 'Strict 
Observance' of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under the UN Charter, Targeted 
Sanctions and Judicial Review in the European Unio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61, No.1 (201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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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는 영국 대법원 판결문과 EU 일반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문을 제출을 받았지만,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들은 한국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3년 11월 29일 이전에 나왔다.634)

본 사건에서 멜라트은행을 대리했던 측에서는 이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

했다.635) 한국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 법원이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외국의 관련 판결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판결문에서는 한국 법원이 간과할

수 없는 실체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국의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이 핵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 Novin Energy Company나 Doostan International과

거래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636) EU 일반재판소도 멜라트은행이

Novin Energy Company와 거래하였을 때 핵확산과 관련성을 몰랐고, 이후

이 단체에 대한 제한조치가 대두되자 거래를 종료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637) EU 일반재판소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무효로

하였다.638) 한국의 제1심 판결에서 멜라트은행을 금융제재대상자로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EU의 판단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멜라트

은행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제1심 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원고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639) 그런데도 한국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검토 없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단 몇 줄로 결론을

내렸다.640)

634) EU 일반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은 2013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2013년 6월 19일에 선고되었다. 

635) 2020.01.09. 법무법인 세종 강현정 변호사 면담.
636)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p.9-15(para.
   15-27).
637)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15(para.119).
638) Ibid., p.17(para.140).
639)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640)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0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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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고심 판결에서도 소의 이익의 상실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641) 이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일이지만,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문에서 총 112페이지 중 상당 부분을 실체적

판단에 할애한 것과 비교된다. 한국 법원은 앞으로 있을 한국의 자산동결

관련 사건에서는 실체적 판단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2) 적법절차의 불충분한 보장

한국의 제1심 판결은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과 EU의 멜라트

은행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적법절차 보장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제1심 판결에서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①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③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

④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점, ⑤ 통지하지 않은 점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642) 반면에 영국 대법원과 EU 일반·사법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은

멜라트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은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영국

대법원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는 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② 항의할 기회가

없었던 점, ③ 사전통지를 해주지 못한 점, ④ 청문의 기회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643) EU 일반·사법재판소의 멜라트은행 판결에서도

이유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이유를 말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통지가 늦어서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하였다.644)

한국 법원은 앞으로 있을 자산동결 관련 사건에서 적법절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마다 사건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정도를 다르게 심사할 수 있다.645) 다만 한국의 제1심 판결은

641)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908 판결.
642) 한국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국의 상고심 판결에서는 

소의 이익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643) Bank Mellat v Her Majesty's Treasury (No. 2) [2013] UKSC 39, pp.15-16(para.
   28-29).
644) Bank Mellat v Council, Case T-496/10 (2013), pp.10-12(para.73-96); Council v 

Bank Mellat, Case C-176/13 P (2016), p.14(para.77-82).
645) 국가마다 동일한 제재대상자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 Stephan Holl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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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시, 통지, 사전통지, 청문권 등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적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자산

동결의 적법절차 보장을 지나치게 경시한 측면이 있다. 한국 법원에서 영국과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적법절차의 보장을 충실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Ⅲ.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실행

1. 한국의 이행보고서에 대한 분석

한국의 이행보고서는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실행을 보여주는

권위 있는 자료이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의 유엔 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은 현행 14개 유엔

제재 체제에 총 16건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646) 한국은 대북제재

위원회에 13건,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리비아 제재위원회,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제재위원회에 각각 1건, 총 16건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647)

한국의 이행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실행을

살펴본다.

한국의 이행보고서에서 자산동결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설명

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자산동결 대상자를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과 외국환거래법 하의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 지정한다고 하였다.648) 한국은 유엔 리비아 제재결의의

“The Security Council's 1267/1989 Targeted Sanctions Regime and the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 Proposal for Decentralization of Review”,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8, No.1 (2015), p.68.

646)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서 개별 제재위원회의 이행보고서에 관한 페이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이행보고서 수를 계산하였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Sanctions’ <https://www. 
un.org/securitycouncil/> (2020.11.15. 최종방문).

647) 한국은 14개 중 4개 제재 체제에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보고서를 충실히 제출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648)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2016)’ UN Doc. S/AC.49/2017/4 (13 February 201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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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 대상자를 외국환거래법 하의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지정한다고 하였다.649)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리비아 제재결의와

달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지정의 근거로 ‘공중

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을 추가하고 있다.

한국의 이행보고서는 한국 내 자산동결의 이행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하의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알리고, 관련 기관은 제재명단을 전달받아 이행 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정부의 관보와 기획재정부 홈페

이지에 게시된다고 하였다.650)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에

의한 지정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에 의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금융

위원회 고시에 의해 자동적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정보의 관보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홈페이지에 게시

된다고 하였다.651) 이를 통해 지정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산동결의 이행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이행보고서에서 선박에 대한 자산동결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있다.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의 para.9에 따라 선박이

‘일련의 결의’에서 금지된 행동에 관여하거나 금지된 물품을 운송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어떠한 선박이라도 동결(몰수)할 수 있다.652)

649)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9, 10, 
15 and 17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2011)’ UN Doc. S/AC.52/2011/21 
(29 June 2011), p.2.

650)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9, 10, 15 and 17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2011)’ UN Doc S/AC. 
52/2011/21 (29 June 2011), p.3.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2013)’ UN Doc. S/AC.49/

   2013/8 (6 June 2013), p.8.
651)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016)’ UN Doc. S/AC.49/2016/14 (16 June 2016), p.7.
65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2017)’ UN Doc. S/RES/2397(2017), 

para.9. 여기서 ‘일련의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2013),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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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선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653) 한국은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동결을 이행하고 있다.654)

이밖에도 2013년 6월 6일에 발표된 한국의 이행보고서에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2012년 권고 중 R7(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반영하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655)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오사마 빈라덴이나 알카에다와

연관된 자산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였다.656)

2. 멜라트은행 징계 사건

멜라트은행 징계 사건은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중요한 국가실행

이다.657) 금융감독원은 2010년 6월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였다.658) 멜라트은행은 2007년 8월 23일부터 2009년 3월 4일까지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 영수하였고, 이란의 사데라트

(2017),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2017),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2017),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를 의미한다.

653)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2017)’ UN Doc. S/AC.49/2018/40 (20 March 2018), p.4.

     무역항에 출입하려는 선장은 한국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선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상술하고 있다.

654) 문제된 선박을 몰수하는 규정은 없다. 2020.06.23. 외교부 담당자.
655)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2013)’ UN Doc. S/AC.49/2013/8 (6 June 2013), p.8.
656) ‘Report to the Committee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6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55(2003)’ UN Doc. S/AC.37/2003/(1455)/9 (17 April 2003) 
pp.4-5. 한국이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다른 이행보고서와 
달리 형식이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

657) 금융감독원와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을 멜라트은행 ‘제재조치’라고 지칭
하였다. 하지만 ‘제재조치’라는 단어가 유엔 제재나 일방적 제재 등의 용어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징계 사건’이라고 지칭한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조치, 2010.10.06. 

658) 박준규・구본홍,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위법행위 확인 어려워”, 내일신문, 2010.0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
   &aid=0002015632 (2020.11.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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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총 36건의 외국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659) 금융감독원은 2010년 9월 28일에 임시제재

위원회에서 멜라트은행에 외국환 업무정지 2개월을 내렸다.660) 금융위원회는

2010년 10월 6일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외국환 업무정지 2개월을

확정하였다.661) 이 영업정지는 2010년 12월 10일부로 종료되었다.662)

이 사건의 법적 근거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사건에서 멜라트

은행이 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따라 고객과 거래할 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663) 멜라트은행은 고객과 거래할 때 확인의무를

지키지 않아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이 [별표 1]

659)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검사결과제재’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 
openinfo_view.jsp?req_page=2&exam_mgmt_no=201000493&em_open_seq=1&Se
archText=&StartDate=20101001&EndDate=20101119&openContent=> (2020.11.15. 
최종방문).

660) 문병기,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두달 영업정지”, 동아일보, 2010.09.29., http://
   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928/31464037/1 (2020.11.15. 최종방문).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  
   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61)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조치, 2010.10.06.
     이밖에도 멜라트은행의 임원 한 명은 주의적 경고 처분, 다른 한 명(퇴직 임원)은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직원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검사
결과제재’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view.jsp?req_page

   =2&exam_mgmt_no =201000493&em_open_seq=1&SearchText=&StartDate=20101
   001&EndDate=20101119&openContent=> (2020.11.15. 최종방문).
662)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2개월 외국환 업무정지가 끝난 뒤에도 사실상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우승, “멜라트銀 서울지점 영업정지 10일 해제”, 세계일보, 2010.12.09. http:// 
www.segye.com/newsView/20101209004612 (2020.11.15. 최종방문), 박용범, “[view 
point] 또 자기배 불리겠다는 도이치證”, 매일경제, 2011.10.27. https://www.mk.co. 
kr/news/stock/view/2011/10/698144/ (2020.11.15. 최종방문).

663)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
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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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664) 구 [별표 1] 인가취소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에서

“법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여덟 번째 항목)에 ‘2개월 업무

정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멜라트은행에 대해 2개월 외국환 업무정지를 하였다. 이

사건의 보도자료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1

등”에 따라 외국환 업무정지를 하였다고 밝혔다.665)

이 사건에서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구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2008. 12.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20호)을 고시

하였다.666) 금융제재대상자 등은 이 지침 제3조에 따라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667) 멜라트은행은 금융제재대상

자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서,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구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3조를 위

반하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의 관련 법규로 외국환거래법

제15조를 적시하였다.668)

664)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65)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조치, 2010.10.06. 
666)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  

   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  

   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667) 구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2008. 12.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20호) 제3조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
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
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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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멜라트은행을 징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이외의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당국에서 멜라트은행이 구 은행법상

‘영업정지’나 ‘지점폐쇄’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멜라트은행의 은행

건전성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구 은행법 제53조나 제61조를 적용해서

‘영업정지’나 ‘지점폐쇄’를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테러리즘에 관한 법률

이므로, 멜라트은행 징계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웠다.669)

3. 이행 관련 기관

한국은행은 자산동결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3조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의 허가를 한다.670)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환거래법

668) 이밖에도 이 사건의 관련 법규로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2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 제2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0호('07.2.5.)을 적시
하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검사결과제재’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 
openinfo_view.jsp?req_page=2&exam_mgmt_no=201000493&em_open_seq=1&Search

   Text=&StartDate=20101001&EndDate=20101119&openContent=> (2020.11.15. 최종
방문). 

669) 최혜정·안선희, “정부, 이란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검토”, 한겨레, 2010.08.18.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35635.html (2020.11.15. 최종방문).

     참고로 미국은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 있는 명단을 한국에 제시하며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준규・구본홍,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위법행위 
확인 어려워”, 내일신문, 2010.0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86&aid=0002015632 (2020.11.15. 최종방문).

     은행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53조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  
   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은행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61조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은 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670)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3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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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권한을 위탁받았다.671) 한국은행이 이러한 허가를 하는 과정

에서 실제로 유엔 자산동결의 내용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거래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부여할

때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672) 한국은행은 금융제재대상자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와 관련하여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신청서’를 활용하고 있다.673)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금융제재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발표하였다.674)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피고가 되기도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이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라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675) 이 법률 제4조

제5항에서 금융위원회는 허가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
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
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71) 외국환거래법 제23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  
   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672) 2019.12.17.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담당자 면담. 
673)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 신청서. 
67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675) 금융위원회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을 소관 법률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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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허가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

하고 있지는 않다.676)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위원회의

허가와 관련하여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이용하고 있다.677)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내부적으로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업무를 상당 부분 받아서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법령상 금

융위원회에서 처리할 업무도 실무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678) 금융정보

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도 담당한다.679)

외교부도 자산동결의 이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외교부 수출

통제·제재담당관실은 자산동결을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총괄

한다. 제재를 위반한 정보가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680) 외교부 유엔과는 유엔 안보리와 유엔 제재

일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외교부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유엔 제재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행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유엔 제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

하고 있지 않다.681)

676) 2019.12.17.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전화통화.
677)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 [별지 1] 금융거래허가신청서. 
678) 2019.12.17.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전화통화.
6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  

   석원을 둔다.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무
680) 외교부는 2019년에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을 신설

하였다. 김혜영, "외교부, 중국 전담국, 대북제재 담당관 신설", SBS, 2019.04.16. https://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3716&plink=ORI&cooper=NAVER 

(2020.11.15. 최종방문).
681) 2020.01.22. 오영주 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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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 대한 평가

Ⅰ. 효과적인 이행의 방해

1. 거래 내용, 제재 체제에 따른 입법 공백

제5장 제1절에서 자산동결의 범위를 논의하면서 한국의 자산동결에

관한 법령을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입법 공백을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가로축 ‘체제’는 현행의 유엔 제재위원회 14개를 의미한다.682) 세로축

‘내용’은 자산동결로 인해 제한되는 거래 내용을 의미한다. [표 3]에서 자산

동결의 규율 여부에 따라 ○, X로 표시하였다. [표 3]에서 X로 표시된

부분은 자산동결을 규율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이다. [표 3]의

모습은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입법 공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체제 ①부터 ⑭까지(②, ⑦, ⑨ 제외)의 금융․재산 거래

에서 입법 공백이 생긴 점을 설명한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

법률은 이 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테러리즘이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682) ① 소말리아 제재 체제, ②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 ③ 이라크 제재 체제, ④ 콩고 
제재 체제, ⑤ 수단 제재 체제, ⑥ 레바논 제재 체제, ⑦ 북한 제재 체제, ⑧ 리비아 제재 
체제, ⑨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 ⑩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 ⑪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체제, ⑫ 예멘 제재 체제, ⑬ 남수단 제재 체제, ⑭ 말리 제재 체제를 의미한다. 

체제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외국환 거래 ○ ○ ○ ○ ○ X ○ ○ ○ ○ ○ ○ X

금융 거래 X ○ X X X X ○ X ○ X X X X

재산 거래 X ○ X X X X ○ X ○ X X X X

[표 3]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에 따른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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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체제에 대해서만 자산동결을 이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683)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목에서는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②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 ⑦ 북한 제재

체제, ⑨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에서 지정한 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는 이 법률에 따라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제한받는다.

이와 달리 체제 ①, ③, ④, ⑤, ⑥, ⑧, ⑪, ⑫, ⑬, ⑭에 해당하는 제재대상자는

자산동결의 내용으로 ‘금융 거래’, ‘재산 거래’를 제한받지 않는다.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방지가 유엔 제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가 자산동결의 내용으로 금융·재산 거래까지 제한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의 다른 목적도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만큼 중요할 수 있다. 한국 자산동결의 이행에서 다른

목적과 관련하여 자산동결을 받는 자는 모두 금융․재산 거래를 제한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자산동결을 받는 자는 금융․재산 거래까지 제한을 받지만, 내전의

종식과 관련하여 자산동결을 받는 자는 금융․재산 거래를 제한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한국이 다른 목적을 가진 제재 체제에 입법 공백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관심의 소홀로 입법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체제 ⑥, ⑭의 외국환․금융․재산 거래에서 입법 공백이

생긴 점을 논의한다.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⑥ 레바논(1636) 제재위원회, ⑭ 말리(2374) 제재위원회를 적용 범위로 규정

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했을 때

에도 레바논 제재 체제와 말리 제재 체제를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레바논 제재 체제와 말리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 외국환 거래를 제한받지 않는다. ⑥ 레바논 제재 체제는

683)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1조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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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7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2048호(2005)에 따라 설립되어, 현행

제재 체제로 남아 있다.684) 이 제재 체제에서는 유엔 안보리 1636호(2005)의

para.3(a)에서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다.685)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단순한

실수로 레바논 제재 체제를 규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1757호(2007)에 따라 레바논 특별재판소가 세워지면서 관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일부러 이 제재 체제를 규정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686) 말리 제재 체제는 2017년 9월 5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4호(2017)에 따라 성립되어, 현행 제재 체제로 남아 있다. 이 제재

체제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4호(2017)의 para.4 등에서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다.687)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말리 제재위원회를 반영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이 제재 체제를 반영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에서 레바논 제재위원회와

말리 제재위원회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목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에

레바논 제재위원회와 말리 제재위원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제재

위원회와 말리 제재위원회의 자산동결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 외국환·금융·

재산 거래를 제한받지 않는다. 결국에 레바논 제재위원회와 말리 제재

위원회의 자산동결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외국환 거래부터 금융․재산 거래

까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한국이 유엔 자산동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체제 ⑩에 관해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점을 검토

한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⑩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를 적용 범위로

68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5(2005)’ UN Doc. S/RES/1595(2005).
68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36(2005)’ UN Doc. S/RES/1636(2005), para.
   3(a).
686) 레바논 제재위원회의 권한이 2009년 2월 28일로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기는 하나, 이 

제재 체제가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행 제재 체제로 보았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에서도 레바논 제재 체제를 현행 제재 체제로 표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1636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636> 
(2020. 11.15. 최종방문).

68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4(2017)’ UN Doc. S/RES/237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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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지 않고 있다. ⑩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는 2012년 5월 18일에 유엔

안보리 2048호(2012)에 따라 설립되어, 현행 제재 체제로 남아 있다.688) 이

제재 체제는 자산동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689) 이 지침이 2017년 12월

2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을 때에도 기니비사우 체제에 관한 규정이 추가

되지 않았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이 제재위원회를 적용 범위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 3]의 체제 ⑩에서 O, X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자산동결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재 체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기술상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변한다. 예컨대

유엔 수단 제재 체제나 유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체제에서는 제재

위원회를 설립할 때에는 자산동결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자산동결

조치를 도입하였다.690) 이 지침 제2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특정 제재 체제의

자산동결 시행 여부로 결정하면, 모든 제재 체제의 자산동결 상황을 일일이

모니터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691) 차라리 유엔의 특정 제재 체제가 만들어지면, 일단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이 제재 체제를 규정해 놓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채택하면 나중에 특정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 조치를 부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자산동결을 규율할 수 있다. 해당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산동결이 문제되지 않는다.

68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48(2012)’ UN Doc. S/RES/2048(2012).
689)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는 현재까지는 자산동결을 시행하지 않고, 여행금지 조치만 부과

하고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48(2012)’ UN Doc. S/RES/2048(2012), 
para.4.

690) 유엔 수단 제재 체제에 관해서는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6(2004)’ UN 
Doc. S/RES/1556(200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1(2005)’ UN Doc. 
S/RES/1591(2005). 유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체제에 관해서는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27(2013)’ UN Doc. S/RES/2127(201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34(2014)’ UN Doc. S/RES/2134(2014)를 참조.

691) 현재 종결된 제재 체제도 적시에 삭제하지 못하고 있고, 신설된 제재 체제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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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인 입법공백 : 원화계좌를 이용한 회피

자산동결 대상자에 대해 ‘외국환 거래’만 제한하는 방법은 맹점이

있다.692) 금융제재대상자가 ‘외국통화’가 아니라 ‘국내통화’를 이용해서

영수 또는 지급을 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693) 이

경우 금융·재산 거래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면, 외국환 거래의 제한은 회피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멜라트은행과 이란 중앙은행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694) 멜라트은행은 2010년 9월 9일에 구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2010. 9.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와 제12호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로 선정되었다.695) 이에 이란 중앙

은행은 2010년 9월 17일에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원화결제 실시에 합의

하였다.696) 참고로 미국이 2019년 5월 2일에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을 종료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의 우리은행·기업은행 원화

계좌는 다음 날부터 폐쇄되었다.697) 이로 인해 한국은 이란에 7조원에

달하는 원유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한국 선박이 2021년 1월 4일에

이란에서 나포되는 배경이 되었다.698)

692) 외국환은 모두 ‘외국통화’를 매개로 한다. 외국환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① 대외지급수단, ② 외화증권, ③ 외화파생상품, ④ 외화채권을 의미한다. ① 대외
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한다(제4호). ②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의미한다(제8호). ③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제10호). ④ 외화
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제12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693)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과 관련해서도 국내거래는 규율 범위가 아니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押田 努, supra note 
364, p.47.

694) 멜라트은행은 유엔 제재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멜라트은행의 사례가 유엔 제재 체제
에도 시사점을 주는 바가 있어서 소개한다.

695)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69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내은행과 이란중앙은행간 원화결제 실시 합의, 2010.09.18., 

pp.1-2.
697) 김재후, “對이란 수출 원화계좌 모두 막혔다”, 한국경제, 2019.05.06. https://www.han
   kyung.com/economy/article/2019050661691 (2020.11.16. 최종방문).
698) 이세영, “적반하장 이란 ‘우리 자금 7조원 동결한 한국이 인질범’”, 조선일보,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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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자산동결 회피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합의한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하고, 주고받을 돈이 있으면 그 계좌를 통해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대금결제를 할 때 대외적인 지급, 영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산동결 대상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사례를 유엔 제재로 일반화해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유엔 제재를 당하는 A국의 자산동결 대상자 A1과 자산동결 대상자가

아닌 A2가 있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A1은 한국의 B1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원하고 있다. A1은 A2를 내세워 한국의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한다. A1은 B1에 줄 돈을 A2에 지급하고, A2는 B1에 이 금액을 원화

계좌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유엔 제재를 당하는 A국이 A1에서 A2로의

지급을 막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A2에서 B1으로의 지급은 자산동결로

인한 법적 장애가 없다. 이란의 경우처럼 A2의 역할을 반드시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대외적인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환 거래의 제한이 회피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 4]에서 한국의 유엔 자산동결에 관한

실질적인 입법 공백을 나타냈다. 특정 유엔 제재 체제에서 외국환 거래만

제한되어 있을 때, 원화 계좌를 이용해 자산동결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표 4]에서 △로 표시하였다. [표 4]를 보았을 때, 한국의 실질적인 입법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1/05/VJ2ABYCSORGTDCZYLUCLK
   ZK2Q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1.01.26. 최종방문).

체제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외국환 거래 △ ○ △ △ △ X ○ △ ○ △ △ △ X

금융 거래 X ○ X X X X ○ X ○ X X X X

재산 거래 X ○ X X X X ○ X ○ X X X X

[표 4] 한국의 유엔 자산동결에 관한 실질적인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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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유엔 자산동결을 효과적

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관련자에 대한 규율 불충분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자산동결 대상자 이외에도 ‘대리인, 하수인,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자산동결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한

어떠한 개인과 단체 등’(이하 ‘관련자’라 함)에 대해서도 자산동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699) 국가는 유엔 자산동결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4년 1월 30일에 김용남과

김수광을 유엔의 지정 단체인 정찰총국의 관련자로 보아 자산동결을 하였다.

김용남과 김수광은 당시 표면적으로 국제기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찰

총국의 간부로 일하고 있었다.700)

한국도 위의 사례처럼 자산동결 이행에서 ‘관련자’를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미국에

의한 제재대상자,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EU에 의한 제재

대상자를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701) 미국과 EU는 유엔 제재대상자 이외

699)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2011)’ UN Doc. S/RES/1970(2011), 
para.17. 등.

700) 프랑스 당국은 김용남과 김수광이 유엔 제재결의에서 금지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5/131 (23 February 2015), p.72 (para. 
202-203).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는 2016년 3월 2일에 유엔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10 November 
2019), p.163.

701)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5.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  

     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573호 및 제1358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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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지정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관련자에

대한 지정은 한국에서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매개로

‘금융제재대상자’의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702)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9호

에서도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 기획재정

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703) 한국은 이 조항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련자를 규율

할 수 있다.704)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

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아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05) 이 규정에서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이외에도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결의에 해당하면

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 제1조 나목을 근거로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 ‘북한 제재 체제’,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의

     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702)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703)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704)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이 지침 제2조 제1항 제19호를 이용하여 금융제재대상자를 추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유엔 대북제재 체제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삼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4호 등.

705)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    

      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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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를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봐서 규율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위 3개 이외의 현행 제재 체제의 관련자를 규율할 수는 없다. 이는 관련자

규율의 입법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에서 관련자를 충분히 규율

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2020)에서도 관련자를 규율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다.706) 한국은

유엔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자산동결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자’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산동결 면제의 반영 및 고려 미흡

한국 자산동결 법령은 유엔 자산동결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산

동결 면제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가 한국

자산동결 법령에 반영되어 있으면, 국내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자산동결 법령

에서는 자산동결 면제를 반영한 규정이 많지 않다.707)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제1호) ②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

(제2호), ③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호)를

금융위원회의 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708) 이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 체제의 제재대상자에 허가하기

전 제재위원회에 통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09)

706) 이 상호평가 보고서(2020)에서 대리인이나 하수인이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과 자산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Republic of Korea (2020), p.170.

707) 제5장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산동결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 거래를 허가하는 것은 자산동결의 면제에 해당한다. 

708)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709)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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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한국 자산동결의 면제에 관한 반영 여부를

나타내면 [표 5]와 같다.710) [표 5]에서는 자산동결의 면제에 관한 반영

여부에 따라 ○, X로 표시해 놓았다. [표 5]을 보면 자산동결의 면제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표 5]의 특이한 형태는 세 가지 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체제 ③, ⑩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이라크 제재 체제에서는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산동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⑩

기니비사우 제재 체제에서는 애초부터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체제 ③, ⑩은 원래부터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다. 둘째, 외국환 거래의 체제 ②, ⑦, ⑨를

제외한 부분은 X로 표시되어 있다.711) 이는 ‘외국환거래법 체제’에서 자산

동결의 면제 사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환‧

금융‧재산 거래의 체제 ②, ⑦, ⑨에 대해서만 O 표시되어 있다. 이는 공중

협박 자금금지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만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체제 ②, ⑦, 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712)

이를 통해 유엔 자산동결 면제가 한국 자산동결 법령에서 입법적으로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0) 가로축인 ‘체제’는 현행의 유엔 제재위원회 14개를 지칭하며, ① 소말리아(751) 제재
위원회, ② ISIL․알카에다(1267) 제재위원회 ③ 이라크(1518) 제재위원회, ④ 콩고
(1533) 제재위원회, ⑤ 수단(1591) 제재위원회, ⑥ 레바논(1636) 제재위원회, ⑦ 북한
(1718) 제재위원회, ⑧ 리비아(1970) 제재위원회, ⑨ 아프가니스탄(1988) 제재위원회, 
⑩ 기니비사우(2048) 제재위원회, ⑪ 중앙아프리카공화국(2127) 제재위원회, ⑫ 예멘
(2140) 제재위원회, ⑬ 남수단(2206) 제재위원회, ⑭ 말리(2374) 제재위원회를 의미한다.

711) 다른 색으로 표시한 체제 ③, ⑩ 부분은 제외했다.
712)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1조 가목에서 ② ISIL·알카에다 제재 체제, ⑦ 북한 

제재 체제, ⑨ 아프가니스탄 제재 체제에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체제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외국환 거래 X ○ X X X ○ X ○ X X X X

금융 거래 X ○ X X X ○ X ○ X X X X

재산 거래 X ○ X X X ○ X ○ X X X X

[표 5] 한국 자산동결 법령의 면제에 관한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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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산동결 실행에서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해서 특정

거래를 허가해야 한다.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거래를

허가하면, 국내 허가가 있어도 자산동결을 위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벨기에의 SWIFT 사건은 이러한 위반 가능성을 보여준다.713) 벨기에 정부는

SWIFT가 지정된 단체인 북한 은행 3곳으로부터 서비스 사용료를 받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 회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을 벨기에법과 유럽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회사는 벨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이러한 은행들부터 사용료를 받았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기본비용

면제, 특별비용 면제에 해당한다는 제재위원회의 결정 없었으므로, 이 회사의

사용료 수령이 자산동결을 위반했다고 보았다.714) 이 사건을 분석하면 벨기에

당국은 SWIFT의 수수료 수령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EU법만

검토하였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비용·특별비용 면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벨기에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도 유엔 자산

동결을 위반하게 되었다.

한국 자산동결 실행에서 특정 거래를 허가할 때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할 때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첫째, ‘외국환

거래법 체제’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와 무관하게 내려질 수 있다. 설령 이 허가가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와 동일한 상황에서 부여되어도,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까지 거치지 않아 유엔 자산동결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713) SWIFT는 지급과 송금 등의 업무를 위해 데이터 통신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의 주요 은행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SWIFT의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해 있다.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홈페이지의 ‘SWIFT’ <http://dic.mk. 
co.kr/cp/pop/desc.php?from=S&to=T&page=0&so=> (2020.11.15. 최종방문).

714)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7/150 (27 February 2017), pp.80-81(para.246-249). 

     벨기에 정부는 북한 은행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승인을 중지하였다. SWIFT는 2017년 
3월 8일에 북한의 지정된 은행에 대해 서비스의 접근을 중지하였다. 일주일 뒤 아직 지정
되지 않은 북한의 은행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접근을 봉쇄하였다.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UN Doc. S/2017/742 
(5 September 2017). p.26(par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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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은행의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신청서’를

검토해 보면, 자산동결의 면제를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서에서는 신청내역과 관련하여 거래구분(지급, 영수), 거래종류(수출거래,

수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품목 등, 결제방법,

통화, 지급등 금액(원금, 이자), 기타(계약일자, 만기일자, 네고일자)를 적게

하고 있다. 이 문서 하단에 허가번호, 허가금액,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기입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서류로 1) 사유서, 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채권․채무 증빙서류, 4) 수출입

신고필증, 5) 자본거래시 재원 등에 대한 확인서, 6) 인감증명서, 7) 서약서,

8)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715) 이러한 신청내역과 첨부서류로부터 자산동결의 면제 여부를 판단

하기 힘들다.

셋째,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할 때 유엔 자산동결 면제에 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못

하다고 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허가 신청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까지 따져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716) 결국에 한국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과정에서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하지 않아,

특정 거래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더라도 자산동결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외국환 거래 제한과 관련하여 2007년에

구 외국환거래법 하에서 미화 3억 9천4만 달러 상당의 1,185건에 대해

허가를 하였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미화 4억 달러 상당의 977건의 허가를

하였다.717) 허가는 2008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718) 이러한 허가 중

일부라도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715)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 신청서. 
716) 2019.12.17.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담당자 면담.
717) 이 문서에 2000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나, 문맥상 오기(誤記)로 보이고 2008년 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Korea (26 June 2009), p.54. 

718) 2020년 한국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dedu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 2008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 1452호(2002)의 면제에 따라 ‘deduction’이 허용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permission’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deduction’이 2008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구를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2009년 
한국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는 ‘permis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Republic of Korea (202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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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동결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719)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할 때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다.720)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에 대해서만 두고 있다.721) 이러한 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할 때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국내법상 검토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722)

둘째,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검토해 보면, 유엔 자산

동결 면제를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서에서는 신청내역과

관련하여 거래구분(국내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거래종류(수출거래, 수입

거래 등), 거래범위 (특정 일자, 특정물 수출거래), 거래상대방(성명, 주소),

신청인 계좌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통화, 금융거래등 금액을 적게

하고 있다. 이 문서 하단에 허가번호, 허가금액,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기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첨부서류로 1) 사유서, 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

719) 다만 2000여 건의 허가는 유엔 제재에 대한 허가와 미국 제재에 대한 허가가 혼재되어 
있다. 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2008. 1. 9. 재정
경제부고시 제200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유엔의 제재
대상자를 규율하였고, 제6호는 미국 제재의 대상자를 규율하였다.

720)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  

    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21)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제2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   
   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22)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할 때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를 
준수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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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723) 이러한 신청내역과 첨부

서류를 통하여 자산동결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의 허

가를 할 때 유엔 자산동결 면제에 관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유엔

자산동결 면제에 관한 내용이 ‘금융거래허가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고려하냐는 질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서를 보완하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허가 신청은 2010년 이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

다.724)

이를 종합하면 한국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과정에서 유엔 자산

동결 면제를 고려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과 관련

하여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하에서

50건의 허가 신청 중 미화 4,870만 달러 상당의 23건을 허가하였다.725) 한편

연구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그 회신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산동결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역대 허가

건수가 2009년에 150건, 2010년에 85건이라고 하였다.726) 금융위원회의 허가

중 자산동결의 면제를 고려하지 않은 건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어려우나,

허가시 유엔 자산동결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적 규율이 부재한 상태

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어도 자산동결 면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위험성이 상존한다.

723) 공중협박 자금금지 관리규정, [별지 1] 금융거래허가신청서. 
724) 2019.12.17.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전화통화. 처음에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였으나,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72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Korea (26 June 2009), 
p.54.

726) 정보공개청구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를 하였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領收)'이나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역대 몇 건이 있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청구(청구번호 : 6001213),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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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법절차 보장의 미흡

1. 지정취소 규정의 불충분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6항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

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가목에서 ①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 ②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③ 옴부즈퍼슨에 지정

취소에 따른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727) 외국환거래법 체제는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자산동결에 대한 지정취소의 규정

여부를 [표 5]로 정리했다. [표 5]에서 지정취소의 규정 여부에 따라 O, X로

표시해 놓았다. 이를 통해 한국 자산동결의 지정취소는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산동결의 적법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정취소 규정의 입법 공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727) 이밖에도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나목(2)에서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체제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외국환 거래 X O X X X X O X O X X X X

금융 거래 X O X X X X O X O X X X X

재산 거래 X O X X X X O X O X X X X

[표 5] 한국 자산동결에 대한 지정취소의 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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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국환거래법 체제’에서 지정취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환

거래에 관한 부분은 ②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⑦ 북한 제재위원회,

⑨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X로 표시하였다.728) 둘째,

⑩ 기니비사우 제재위원회는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제재

위원회는 애초부터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표시하였다. 셋째,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 지정

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위원회 중 일부만을 자산동결의 범위로 삼고

있어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6항과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가목 등에서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②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⑦ 북한 제재위원회,

⑨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만 자산동결의 범위로 삼고 있다.

한국의 지정취소 규정이 지정을 다툴 수 있는 다른 절차적 구제

수단과 비교할 때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입법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자산동결 대상자는 한국의 지정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옴부즈퍼슨에 지정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동결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어떠한 국제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729) 다음으로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730) 자산동결 대상자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하기 쉽지 않다.731) 자산

728) 이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도 외국환 거래를 규정
하고 있고, 이 법률은 ②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⑦ 북한 제재위원회, ⑨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만을 자산동결의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729) 유엔 제재의 자산동결은 매우 특수한 분야이고, 지정취소 절차에 관하여 지식을 가지고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730) 행정소송법 제20조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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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대상자가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지정취소 규정은 국내법령이어서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한국 지정취소 규정과 관련하여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한국 지정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취소 절차를 대신하도록 할 수도 있다.

2. 절차적 권리의 보장 미흡

한국 자산동결의 적법절차 보장을 심사하기 위해 절차적 권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를 주로 행정절차법을 중심

으로 검토한다.732)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의 절차적 권리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①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② 처분의 사전통지,

③ 처분의 통지, ④ 청문, ⑤ 이의신청을 살펴본다.

①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는 한국 자산동결 절차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제5장 제1절에서 검토하였듯이 자산동결 조치는 행정

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일정한 예외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한국 행정청은 자산동결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시’나 ‘금융

위원회 고시’로 자산동결 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에 자산동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와 관련하여 원고 멜라트은행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

-23호를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733)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자산

동결 이행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산동결 대상자는 한국에서 자산동결 처분의 근거를 알 수

731) 실제로 제5장 제1절에서 소개한 한국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멜라트은행 측은 금융제재
대상자지정행위취소의소에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732) 한국의 자산동결 조치는 행정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733)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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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처분의 이유를 제시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47호’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본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47호’는

금융제재대상자를 지정하는 고시이다. 금융제재대상자는 이 고시를 통하여

처분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는 처분의 근거로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제8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를 적시

하고 있다.734) 하지만 금융제재대상자는 이 고시에서 처분의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다. 예컨대 ‘김철삼’은 개인으로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이

고시에는 ‘김철삼’의 생년월일, 국적, 직업만 적혀있다.735) ‘조선대성무역총

회사’는 단체로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이 고시에서 ‘조선대성무역

총회사’의 별칭, 주소만 적고 있다.736) ‘김철삼’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측

에서는 이 고시만 가지고 자산동결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없다. 참고로

‘김철삼’은 대동신용은행의 대표로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를

조력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지정되었다.737)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로동당 제39호실과 금속, 농산품, 보석 거래 등을 통해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지정되었다.73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를 검토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를 파악할

734)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735) Kim, Chol Sam (김철삼), DOB 11 Mar 1971; Nationality DPRK; Treasurer, 
Daedong Credit Bank (individual).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47호, p.2.

736) 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조선대성무역총회사) (a.k.a. 
Daesong Trading; a.k.a. Daewong Trading Company; a.k.a.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a.k.a.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Red Street 
2-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47호, 
p.1.

73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26 November 2020), p.1. 
738) Ibid.,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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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금융

위원회 고시 제2019-1호’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고시이다.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는 이 고시를 통하여 처분의 근거를 인식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는 처분의 근거를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1항으로 나타내고 있다.739) 하지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이 고시에서

처분의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예컨대 ‘리성혁’은 개인으로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이 고시에는 ‘리성혁’의 별칭, 위치,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지정일만 적혀있다.740)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는 단체로서 금융

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이 고시에서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의

별칭, 주소, 법적 근거, 지정일만 적고 있다.741) ‘리성혁’과 ‘조선국제화학합영

회사’ 측에서는 이 고시의 정보만으로 자산동결 처분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참고로 ‘리성혁’은 북한을 위해 유령 회사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는

이유로 지정되었다.742)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는 북한의 군사 기업인 ‘조선

련봉총회사’의 자회사로 확산 관련 거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정되었다.743)

처분의 근거 법령은 기재되었지만, 처분의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지장을 줘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744)

739)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740) RI, Song-hyok (리성혁) (a.k.a. LI, Cheng He), Beijing, China; DOB 19 Mar 

1965; Gender Male; Passport 654234735. (individual)(2017. 12. 11. 지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 p.43.

741) 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조선국제화학
합영회사) (a.k.a.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a.k.a.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a.k.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RPORATION). 
Mangyungdae-gu Pyongyang, DPRK [E.O.13382] [North Korea] (2016. 3. 8. 지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 p.34.

74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26 November 2020), p.121. 
743) Ibid.,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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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도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서

피고 대구직할시는 1981년 11월 2일에 원고 대한농화공업주식회사의 비료

생산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비료관리법’(1982.12.31 법 제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만 적시하였고, 관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법령만으로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어서 하자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45)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한국의

자산동결 처분을 검토한다. 자산동결 대상자가 처분의 근거 법령을 확인

하여도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자산동결 처분은 하자가 있어서 취소

대상이 된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

구제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② 사전통지는 자산동결 절차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자산동결 조치는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자산동결 조치에

관해 의견청취를 하면, 자산동결의 대상자가 될 자가 자산동결을 예상하여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사전통지는 자산동결의 실효성을 급격히 떨어

뜨릴 수 있다. 한국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도 사전통지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았다. 이는 ‘사전통지’가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통지는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국에서는 자산동결의

통지가 고시로 대체되고 있다. 고시에 의한 처분의 효력은 ①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②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므로 개별적 통지가 가능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 발생

한다.746) 한국의 멜라트은행 제1심 판결에서는 자산동결 처분의 대상자를

744) 하명호, “이유제시의무와 이유제시의 정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5호 
(2007), p.345. 

745)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이와 달리 대법원에서 처분서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은 것만으로 시정요구를 불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9 판결.

74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최계영,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에 대한 평석”,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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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으로 보아서, 고시만 하고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747)

하지만 이러한 판결의 입장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산

동결 처분의 대상자는 ‘자산동결대상자’와 ‘상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산동결대상자의 상대방은 거래 관계에 따라 향후 누가 될지 알 수 없어서

특정할 수 없다. 이러한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고시를 통해 자산동결 처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산동결대상자는 명확하게 특정

되어 있고, 자산동결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도 적지 않다. 한국 자산

동결 이행에서 적어도 자산동결대상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향후 자산동결 관련 사건에서도 통지와 관련하여 ‘자산동결대상자’와 ‘상대방’을

구분해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고시는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 내용상 통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고시는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가명,

주소, 국적 등 기본 정보만을 적시하고 있다.748) 대부분의 유엔 제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회원국에 ‘지정의 이유’, ‘지정취소의 방법’, ‘면제 방법’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49) 이러한 고시는 어느 한 가지 사항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정된 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적법

절차의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통지가 이러한 고시만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750)

④ 청문은 한국 자산동결 절차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 제1절

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산동결 조치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p.6. 
     행정절차법 제14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747)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29847 판결.
748)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47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 등. 
749)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06), Section 6 (j).
750) 멜라트은행을 대리했던 측에서도 멜라트은행 사건을 진행하면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2020.01.09. 법무법인 세종 강현정 변호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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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아니다. 자산동결 조치는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동결 조치를 시행하면서 청문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문도 사전통지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자산동결

조치를 미리 알려줄 우려가 있다. 청문이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의신청은 한국 자산동결 절차에서 부분적으로 보장된다.

‘외국환거래법 체제’에서는 이의신청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외국환 거래를 제한받는 자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절차적 권리로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를 평가

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가 한국에서 미흡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절차적 권리가 한국의 자산동결 절차에서

충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Ⅲ. 이분화로 인한 문제점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외국환거래법 체제’와 ‘공중협박 및 무기

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로 이분화되어 있다.751) 한국의 이행보고서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다.752)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751) ‘외국환거래법 체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등이 있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
금지법률, 공중협박 자금금지 법률 시행령,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등이 있다.

75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2009)에서는 한국이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에 
관한 자금동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 개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utual Evaluation Report : Korea (26 June 2009), p.49., 

     아래의 이행보고서에서는 각각 ‘외국환거래법’과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에 
따라 자산동결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다.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2016)’ UN Doc. S/AC.49/20

   17/4 (13 February 201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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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의 합치성 저하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를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체제’에서는 외국환 거래를 제한하고,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는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제한한다.

‘외국환거래법 체제’는 보다 광범위한 체제에 적용될 수 있고,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체제에만 적용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체제’에서 자산동결의 면제,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

에서 자산동결의 면제,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로 인해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합치성이 떨어지고 있다.753)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체제’인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인지에 따라 자산동결 내용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 남수단 제재 체제와 유엔 대북제재 체제는 모두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자의 자산동결 대상자는 외국환 거래만

제한을 받으나, 후자의 자산동결 대상자는 외국환·금융·재산 거래까지 제한을

받는다. 양 유엔 제재 체제에서 이러한 차이를 의도했다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한국의 이분화된 자산동결 이행에서

제한하는 거래를 다르게 보고 있어서 발생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

753)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마다 자산동결을 이행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고, 한국은 여러 이행 방법 중 자산동결을 이분화해서 이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일 뿐이다. 

외국환거래법 체제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

거래 내용 외국환 거래 제한 외국환·금융·재산 거래 제한

제재 체제 광범위한 체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체제

면제 X O

지정취소 X O

[표 6]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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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남수단의 자산동결 대상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금융·재산 거래를

제한받지 않으므로,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 합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은 자산동결을 이행하면서 어느 한 체제에서만 특정 규정이

있기도 하다. 유엔 제재 체제에서는 자산동결의 면제와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체계’는 자산동결의 면제와 지정취소를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는 자산

동결의 면제와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이분화된 자산동

결 이행에서 자의적으로 차이를 둔 것이므로,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용어 및 절차의 혼란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는 용어의 혼란을 가져온다. ‘외국환

거래법 체계’에서 외국환 거래를 제한받는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라고 하고,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계’에서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제한받는 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고 한다. 두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

되는지 의문이다. 금융 거래를 제한받는 자는 금융제재의 대상자가 아닌가.

금융제재대상자로 외국환 거래를 제한받는 자도 금융 거래를 제한받는

대상자가 아닌가. 심지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대부분 ‘금융제재대상자’

이기도 하다.754)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이분화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혼란

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는 절차의 혼란도 초래한다. 금융제재

대상자는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55)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재산 거래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56) 만약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외국환 거래’를 한다면

754) ‘외국환거래법 체제’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의 ②⑦⑨도 규율한다. 
따라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시에 금융제재대상자이다. 예컨대 AL QAIDA와 AL-JIHAD는 ‘금융제재대상자’이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2조제1항제15호~19호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명단(2017.12.11.), 금융
위원회 고시 제2019-1호. 

755) 금융제재대상자는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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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②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③ 둘 다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757)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관해 문의한 결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내릴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 여부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758) 금융정보분석원의 담당자에게 이 문제를 문의한 결과 둘

다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759)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규정도 국가 기관의 처리 방향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상 혼란은 한국 자산동결 이행이 이분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개선 방안

Ⅰ. 개선 목표

제5장 제2절에서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은 효과적인 이행, 적법절차,

이분화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이 자산동결 이행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 ① 효과적인 이행의 도모, ② 적법절차의 보장,

③ 이분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756)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57)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  

    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  

    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  
    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  
    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758) 2019.12.17.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담당자 면담.
759) 2019.12.17.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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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은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잡아야 한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유엔 자산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한국에서도 유엔 자산동결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에서는 거래 내용, 제재 체제에 따라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760) 자산동결이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와 관계없이 이행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자산동결로 인해 외국환 거래만 제한을

받으면, 원화계좌를 이용한 자산동결 회피가 가능하다. 한국은 이러한

회피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입법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 대상자의 관련자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충분히

규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자산동결 법령에서는 자산동결의 면제를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고, 한국 자산동결 실행에서는 자산동결의 면제를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동결의 면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자산동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이행을 개선

해야 한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자산동결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산동결을 하려는 측’에서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정취소 규정이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지정취소 규정을 충실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에

관한 절차적 권리도 미흡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적법절차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5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법원은 자산동결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지 않다.

향후 한국 법원에서도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760) 북한 제재 체제에서는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모두 제한을 받고, 리비아 제재 체제는 
외국환 거래만 제한받으며, 말리 제재 체제는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모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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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할 때 이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 자산동결 이행이 ‘외국환거래법 체제’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로 이분화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개별 국가마다 유엔 자산동결을 이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761)

한국의 이분화된 자산동결 이행은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체제’인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

금지법률 체제’인지에 따라 자산동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자산동결의 면제,

지정취소의 규정 여부도 다르다. 한국은 자산동결의 이분화 문제를 해결

하여,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합치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이분화된

자산동결 이행은 용어와 절차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제재대상자’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용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외국환 거래의

허가를 받는 절차에 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하여 이분화로 인한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

Ⅱ. 개선 방향 : 주요 조치별 이행

한국은 이러한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법령을 활용하는 방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차이가 있을 때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법적 근거를 파편화하며,

표적 금융제재 등 혁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에서 실제로

기존 법령을 활용하여,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하기 어렵다. 예컨대 한국에서

기존 법령인 ‘외국환거래법 체제’를 이용해서,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하려

할 수 있다.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제1항에서 종결된

유엔 제재 체제를 삭제하고 누락된 제재위원회를 추가하면, 현행 14개 제재

761) 미국은 수권법률인 유엔 참여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을 같이 이용하며,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수권법률인 유엔법과 함께 관련 법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EU 규정 등 EU법, 수권법률인 제재법, 관련 법령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
조치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어느 국가의 이행 방식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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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모두를 규율할 수 있다.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체제’ 내에 자산

동결 면제, 지정취소, 절차적 권리를 규율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외국환거래법 체제’에서 금융‧재산 거래까지 규율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에 관한 법이다.762) 이 법률에서 예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자산동결

대상자의 금융‧재산 거래까지 규율하면, 이 법률의 구조에 어긋난다.

또한 한국은 기존 법령인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를 활용해서,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에서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규율할 수 있다.

이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서 자산동결 면제, 지정취소,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

에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이외의 유엔 제재 체제를 규율하기 어렵다.

이 법률은 현행 14개의 모든 제재위원회를 규율하도록 개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의 법률명에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률의 내용에서 유엔 제재 체제를 모두 포괄한다면, 이 법률의

명칭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을 개선할 수도 있다. 특별법 제정 방안은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유엔 제재 체제가 종료한 후에도 입법의 효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한국이 실제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니터링하고, 그중에서 자산동결에

관한 내용을 추출하여, 개별적으로 변형해서 입법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763)

설령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더라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수권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동결의 이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수권법률의 제정 방안은 표적 제재를 이행하기 부족

762) 외국환거래법 제1조.
763) 유엔 안보리는 2019년에만 52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Resolu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content/resolutions-adopted-
   security-council-2019> (2020.12.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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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정부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은

표적 금융제재인 자산동결의 이행을 수권법률만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금융

등 맞춤형 입법 등을 고안해야 한다. 한국에서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자산동결의 이행을 개선하려면, 행정부에 포괄적 권한을 주는 것보다

국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 방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 방안은 원래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주제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그쳤다. 여기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안을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개선에 활용한다.764)

국가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주요 조치에 관해서라도 이행법률을

마련한다면,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여행

금지, 자산동결, 무기금수 등을 주요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765) 이러한 주요

조치별 이행의 예는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법, 일본의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가 이 방안을 활용하면, 주요 조치의 특성을 연구하여

전문성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다. 표적 제재가 등장하면서, 국가는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맞춤형 입법을 해야 하게 되었다. 이 방안은 이러한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수권법률 제정 방안’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64)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주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관한 핵심 과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65) 예컨대 남수단 제재결의에서는 여행금지, 자산동결, 무기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말리 제재결의에서는 여행금지,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여행금지, 자산동결, 무기금수 이외에도 사치품 금지, 수산물 금지, 섬유 수출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같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South Sudan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 
org/securitycouncil/sanctions/2206> (2020.11. 13. 최종방문),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Mali Sanctions Committee’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2374> 
(2020.11.13. 최종방문),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의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 (2020.11.1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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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방안을 통해 표적 제재 등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혁신을 반영할

수 있어서, ‘기존 법령의 활용 방안’의 단점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주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주요 조치별 이행법률이 마련되면,

국가는 기존 법령을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입법이나 행정명령이

없이도 제재결의를 이행할 수 있다. 국가가 이 방안을 활용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 방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주요 조치별 이행법률을 처음 마련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 주요 조치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입법을 구상

해서 실제로 국회에 통과시키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나아가 주요 조치별 입법은 법적 근거의 파편화도 막을 수 있다.

국가가 주요 조치별 이행법률을 만든다면, 특정 주요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집중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존 법령을 활용하는 방안처럼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으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개인이나 기업 등 수범자는 이러한 이행법률을 근거로 유엔

제재결의의 주요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각종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법률과 관련 없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주요 조치별 이행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가가 이 방안을

채택하면 법률의 개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입법기술상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

한국에서 ‘주요 조치별 입법’을 하여,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할 수

있다. 한국은 가칭 ‘유엔 자산동결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766)

766) 한국의 법령과 행정규칙의 명칭에서는 ‘국제연합’이라는 표현(2건)보다 ‘유엔’이라는 표현
(3건)을 조금이나마 더 사용하고 있다. 이 법률명에서 ‘국제연합’ 대신에 ‘유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0.12.19. 최종방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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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현행의 유엔 제재 체제를 적용 범위로 하고,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서 자산동결 면제, 지정

취소, 절차적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자산동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고,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자산동결의 이분화로 인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래

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시

한다. 이 법률안은 본 논문에서 자산동결 이행을 논의한 내용을 집대성하는

의미가 있다. 이 법률안에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767)

Ⅲ. 개선 방안 : 법률의 제정

1. 목적 조항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에서 법률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령은 일반적으로 제1조에서

법령의 목적을 언급한다. 새로운 법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을 위한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률의 목적

조항은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일본의 자산동결

관련 법령의 목적 조항을 참조하여, 새로운 법률의 목적 조항을 구상해

본다.768)

한국의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1조는 새로운 법률의

목적 조항을 고민할 때 참고될 수 있다. 이 지침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이

767)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 기존의 자산동결 이행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 체제의 정합성을 위해서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중 이 법률 제15조 제2항과 이 시행령 제29조와 관련된 
부분,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전체는 삭제되어야 한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
금지법률과 하위 법령 전체도 삭제되어야 한다. 

768)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은 별도의 목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률의 서문에서 테러리스트 활동에 연관된 자에 대해 금융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
이라고 하였다.



- 196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769) 기존의 자산동결

관련 법령에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조약’도 아니고, ‘국제관습법’도

아니다. 새로운 법률에서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1조의 문구를

차용하더라도, 전자에 해당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환

거래법’과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은 원래 자산동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이 법률의 목적 규정을 참조하더라도

특별한 지침을 얻을 수 없다.770)

일본의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제1조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771) 제3장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법률은 주요

조치별 이행의 예로서 새로운 법률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률

제1조에서는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일본이 실시하는 해당 조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요 조치에 해당하는 ‘재산동결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769)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770) 외국환거래법 제1조,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1조.
771) 일본의 법령도 일반적으로 제1조에서 법령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률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산동결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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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조항

이 법률에서 정의 조항을 통해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은 적어도 ‘자산동결’, ‘자산동결대상자’, ‘관련자’,

‘자산동결의 면제’, ‘지정취소’, ‘옴부즈퍼슨’,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재산 거래’에 관해서는 정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① 이 법률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개별 제재위원회의 발표, 관련 협약

상의 용어 등을 참고하여 ‘자산동결’의 정의를 하였다. 향후 첨단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기존 자산동결의 정의를 넘어서는 자산동결의 대상이 등장하면,

이러한 대상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자산동결의 정의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② 이 법률은 ‘관련자’에 관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의

para.8(d)의 문구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관련자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에서 관련자를 열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시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이 법률에서 ‘자산동결의 면제’를 정의할 때 동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산동결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있을 때 면제 절차를

거치면 인정된다. 이 법률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용어를 정의하면, ‘면제’를

설명하기 위해 ‘면제’ 사유와 ‘면제’ 절차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 법률

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산동결의 면제’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④ 이 법률은 ‘지정취소’를 정의하였지만, ‘지정’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지정은 ‘유엔 차원의 지정’과 ‘한국 국내 차원의 지정’이 혼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

⑤ 이 법률에서 ‘옴부즈퍼슨’에 관하여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옴부즈퍼슨’은 실제로 현행 유엔 제재위원회

중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에만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이 제도가

다른 제재위원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률의 정의 규정에서

옴부즈퍼슨이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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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⑥ 이 법률은 ‘외국환 거래’에 관하여 ‘의무이행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제1조 등의 ‘지급 및 영수’라는 문언을 수용하였다. ⑦ 이 법률에서

‘금융 거래’를 정의할 때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문구 전체를 차용하였다. ⑧ 이 법률은 ‘재산 거래’와 관련하여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의 문구 전체를

받아들였다.

3. 자산동결의 범위

이 법률은 기존의 규율 방식대로 자산동결대상자가 거래하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동결’이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

하여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실재 또는 잠재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의 사용, 이전, 양도,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대리인, 하수인,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산동결의 면제’란 특정한 상황에서 자산동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지정취소’란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지정 명단

에서 자산동결대상자를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유엔 사무총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여

지정취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외국환 거래’란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를 말한다.

7. ‘금융 거래’란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領收)를 말한다.

8. ‘재산 거래’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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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은

거래 내용이나 제재 체제와 관계없이 자산동결의 입법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법률에서 자산동결의 범위를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로

보았다. 이는 외국환 거래만 제한되었을 때 원화계좌를 이용해서 자산동결을

회피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한국 자산동결 법령

에서 일부 제재 체제를 규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모든

유엔 제재 체제를 규율하였다.

이 법률에서 허가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통일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일 정도로 넓어서, 자산동결을 업무 범위로

삼을 수 있다.772) 반면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한국은행의 업무를 살펴보면,

자산동결은 이러한 업무 영역과 관련성이 떨어진다.773) 금융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774)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775)

7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2호.
773) 한국은행법 제4장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① 한국은행권의 발행, ②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③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④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⑤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⑥ 민간에 대한 업무, ⑦ 지급결제업무, ⑧ 그 밖의 업무(외국환
업무 등)

77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77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현행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와 상대방의 외국환·금융·재산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동결대상자와 상대방은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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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동결의 면제

이 법률에서 유엔의 자산동결 면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제1절에서 유엔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가 다양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는 등 변동

하기도 한다. 예컨대 말리 제재 체제의 화해비용 면제는 유엔 제재 체제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면제 사유였다.776) 이 법률에서는 이러한 면제

사유를 모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열거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법률에서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할 때 관련 유엔 제재 체제의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법률에서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까지 언급해야 한다. 유엔 제재

체제에서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자산동결의 면제 절차까지 준수

해야만 적법한 면제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관련국들은 특별비용 면제의

경우에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777) 금융

위원회가 단순히 특별비용의 면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중협박 자금금지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도 금융위원회가

허가할 때 제재위원회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알카에다‧탈레반 제재 체제’에 대해서만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특정 제재

체제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하기

전에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해 허가를 부여할 때 자산동결의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77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4(2017)’ UN Doc. S/RES/2374(2017), 
para.5(d). 

77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UN Doc. S/RES/1718(2006), 
para.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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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동결의 지정

이 법률에서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획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금융제재대상자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자산동결 대상자로 통일적으로 지정하여, 이분화된

용어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려 하였다. 제5장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한국 자산동결 법령에서는 제제 체제에 따라 관련자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률에서 관련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유엔의 제재대상자와

관련자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하고 고시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지정하는 고시에 지정된 이유와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 투명성은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도 필요하다. 일반 대중은 한국

에서 이러한 고시를 통해서 지정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지정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금융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현행 유엔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자와 관련자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의 “지정 고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할 때 관련 유엔 제재 체제의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하기 전에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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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동결의 지정취소

이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정취소 규정도 규정해야 한다. 공중

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4조 제6항과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가목 (1), (2), (3)에서는 지정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규정 제3조 가목은 유엔의 지정취소 절차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에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유엔 체제만 대상으로 하여, 일부 체제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규정

하고 있었다. 새로운 법률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참조해서 규정을 두게 되면,

유엔 제재 체제 전반에 걸쳐 지정취소 규정을 갖출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령에서 옴부즈퍼슨 제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

하였다. 금융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제3조 가목 (3)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었지만,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령은 ‘옴부즈퍼슨 제도가 도입된 제재위원회’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향후 옴부즈퍼슨 제도가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 이외의 다른 제재위

원회로 확대되더라도, 별도의 개정 없이 옴부즈퍼슨을 통한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O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이유,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자산동결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취소의 요청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3 -

7.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

이 법률에서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규정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

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에게 자산동결 조치를 할 때 충분히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778) 새로운 법률에서 사전통지나 청문을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5장 제2절에서 언급

하였듯이 사전통지와 청문을 절차적 권리로 보장하면, 자산동결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줄 우려가 있다. 이는 자산동결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자산동결대상자의 의견 제시를 절차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한다. 청문권은 EU의 Kadi 사건, 유럽인권재판소의 Al-

Dulimi 사건, 영국의 멜라트은행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 자산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산동결대상자가 최소한 지정된 이후

778)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O조

법 제7조 제2항에서 “지정취소의 요청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3. 옴부즈퍼슨 제도가 도입된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옴부즈퍼슨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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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청문절차의 핵심은 행정청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있다.779) 미국의 Kadi v.

Geithner 사건에서도 Kadi가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

하였다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지정된 이후에라도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이러한 자산동결대상자의 의견

제시가 형식적 절차로 남지 않게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의견에 대한 회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 법률에서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동결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해줘야

한다.780) 기존의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는 자산동결대상자에게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고, 고시를 할 뿐이었다. 한국 멜라트은행의 제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한국은 새로운

법률을 통하여 자산동결 대상자가 개별적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불가피

하게 고시를 활용하더라도, 자산동결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일본의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도 공고를 활용

하면서도, 지정된 자에게 통지를 해주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43조를 참고하여, 자산동결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781)

779) 행정절차법 제2조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780) 제4장 제3절에서 유엔 사무국이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개별 국가의 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781) 43  통지의 서비스
   (2) 어떠한 그러한 통지도 주어진 것이다.
    (a) 그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에 보냄으로써, 또는
    (b) 그 사람이 기업체, 파트너십, 파트너십 아닌 법인화 되지 않은 단체일 때, 등록    

     되거나 관계된 단체 또는 파트너십의 등록되거나 주요 사무실에 보냄으로써,
   (3) 재무부가 그 사람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처음 가능한 기회   

   에 그 사람에게 통지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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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은 별도로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유엔 차원에서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된 이상, 자산동결대상자는 지정

취소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8. 자산동결의 벌칙

이 법률에서 자산동결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자산동결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 개별 국가만이 유엔 자산동결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이나 단체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하였을 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그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보낸 경우

2. 그 사람이 단체인 경우 등록되거나 주요 사무실로 통지를 보낸 경우

③ 금융위원회가 그 사람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처음으로

가능한 기회에 그 사람에게 통지할 준비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O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자산동결대상자에게 통지할 때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지정일자, 지정의 근거 법령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자산동결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후에 금융위원회에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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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수 있다.

첫째, 이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 형법, 외국환

거래법,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였다. 먼저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을 속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782)

다음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

금지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는 자산동결 이행을 위한 기존 법률이다. 두

법률은 모두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783)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도

토지취득계약과 관련하여 유사한 행위 태양을 처벌하고 있다.784) 이러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새로운 법률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자산동결 이행을 위한 기존

법률에서 동일한 행위 태양을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둘째, 이 법률에서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산동결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도

782)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83) 외국환거래법 제27의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8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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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 한다.785)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금융기관은

제재 위반시 벌금 부과,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하여 대체로 자산동결 조치를

준수하려 한다.786) 다만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동결을

위반하거나 회피하기도 한다.787) 새로운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정

하여, 특정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 종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법률에서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거래금지의무와 관련하여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78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알선 및

중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금지된 특정

거래를 위반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789)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면,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제2항 제5호는 자산

동결 이행을 위한 기존의 법률로 새로운 법률에서 규율하려는 상황을 동일

785) Jürg Burri, “Introductory Paper for the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ited 
Nations Sanctions”, in Swiss Federal Office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Economy,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 Financial Sanctions 
(1998), p.19.

786) Enrico Carisch et al., supra note 4, pp.103-104.
787) Albert Cluckers, “How Can Financial Asset and Financial Transactions Be 

Controlled ? Comments from a Bankers' Point of View on the Speech of 
Ambassador Jeker”, in Swiss Federal Office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Economy, Expert Seminar on Targeting UN Financial 
Sanctions (1998), p.83.

788)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78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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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규율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이 조항을 비중 있게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게 자산동결이 위반

되는 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신고의무에 관하여 공중

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살펴보았다. 두 법률 조항에서

모두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790) 새로운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금융

회사 등의 종사자의 신고의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두 법률 조항에 비추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법률에서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자산동결 위반

신고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형법,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업무상비밀

누설에 관한 조항으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791)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제3항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모두 금융

790)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1) 형법 제317조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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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 종사자가 신고에 관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792) 새로운 법률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신고에

관한 비밀’을 처벌하려 하므로,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과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셋째, 한국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자산동결 회피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산동결의 회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자산동결의 회피를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자금

이체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조항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793) 이 경우 이러한 법률 규정은 재산에 대한 죄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동결의 회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

법익을 달리한다. 또한 자산동결의 회피가 기존의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18조에서는 동법 제11조부터 고의로 제15조까지의 금지를

우회하거나, 위반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794) 동법 제32조 제1항에서 동법 제18조를 위반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혹은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795)

792)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3) 형법 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4) 18 금지를 우회하는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활동의 목적이나 효과가 아래와 같다는 점을 알면서 활동에 고의로

참여하는 자는 법을 위반한다.
    (a) 제11조부터 제15조의 어떠한 금지를 우회하는 것이거나
    (b) 그러한 금지의 위반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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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에서는 자산동결의 회피 행위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을 참조하였다. 먼저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5조의2

제2항에서 누구든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것을 알면서 재산이나 자금을

모집·운반·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796)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태양은 자산동결의 회피 조항에서 규율하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에서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797) 이 규정도

테러 분야에 한정하여, 자산동결의 회피 조항에서 규율하려는 행위 태양을

규율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자산동결대상자의 벌칙 규정에 맞추어 자산동결의

회피에 참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참조한 두 법률 모두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형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산동결대상자가 아닌 자가

자산동결의 회피에 참여한 것을 자산동결대상자가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국의 테러리스트 자산동결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도 자산동결의 회피에 참여한 자를 자산동결대상자가

금지된 행동을 했을 때와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795) 32 벌칙
   (1) 제11, 12, 13, 14, 15, 또는 18조 하의 위반으로 유죄인 자는 기소에 대한 유죄    

   판결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796)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5조의2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  

   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공중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하거나 운반ㆍ  

    보관한 자
79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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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정의 실효

이 법률에서 지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엔

제재 체제는 시간의 경과,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종료되기도 한다.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6조에 따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자산동결이 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자산동결의 위반이나 회피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다음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산동결의 회피에 참여한 자

3.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② 다음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고의로 법 제4조의 금지를 우회하거나 금지의 위반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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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에서 자산동결 조치를 종료하면, 이를 국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267호, 1373호(테러리스트 재산동결 부분에

한함)가 효력을 잃은 때에 이 법을 즉시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798) ‘EU 공동

외교안보정책 틀의 제한조치(제재)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특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결정하면, EU는 제한조치를 신속

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799) 특정 유엔 제재 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산동결 조치의 효과가 계속되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법률에서 지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4절 결어

지금까지 제5장에서는 한국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 자산동결 이행은 효과적인 이행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거래

내용, 제재 체제에 따라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내용, 제재 체제와 관계

없이 자산동결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원화

계좌를 이용한 자산동결 회피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더 크다.

새로운 법률은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같이 제한하여, 원화계좌를 이용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에서 관련자를 충분

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법률을 통하여 관련자를 규

798) 테러리스트 재산동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799) Guidelines 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Restrictive Measures (Sanc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EU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2018), 
p.18(para.4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산동결대상자 지정은 유엔 자산동결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때 즉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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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한국 자산동결 관련 법령에서는 지정취소를 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정취소 규정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도 미흡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는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

에도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한국은 자산동결 처분을

고시를 이용해서 하고,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를 활용하더라도, 자산동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처분을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자산동결을 이행하면서 이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를 ‘외국환거래법 체제’와 ‘공중

협박 및 무기확산 자금금지법률 체제’로 이분화해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산동결 이행은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 합치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동결의 면제, 지정취소 등의 규정이

어느 한 체제에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이분화된

자산동결 이행은 용어와 절차의 혼란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금융제재대상자’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자산동결 대상자’로 통일하여,

용어로 인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은 허가의 주체를 금융

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절차의 혼란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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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유엔 안보리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계속 활용되려면 이행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유엔 제재 체제에서 제재대상자의 경제자원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은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만약 유엔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산동결 조치는 실효성이 훼손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일반 대중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스톡홀름 프로세스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이행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라고 하였다.800)

본 연구에서는 유엔 차원과 국내 차원으로 나누어, 유엔 자산동결 이행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약한 고리’를 보완하려 하였다.

먼저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는 효과적인 이행이 저해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이행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는 모호하여, 인적

대상, 물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유엔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산동결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를 채택해서 해결해야 한다. 유엔은 자산

동결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며,

회원국에 권고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유엔은

지정된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만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정보만 가지고, 유엔 자산동결의 지정을 공적 통제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유엔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특별 통지를 참조하고, 자산동결의

지정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지정된

이유를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유엔 차원에서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세계은행처럼 지정취소 신청의

결정문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

800) Peter Wallensteen et al, Making Targeted Sanctions Effectiv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UN Policy Options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200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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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 자산동결 규율 체계에서는 적법절차의 흠결이 나타난다.

먼저 유엔은 개별 국가에 자산동결의 통지를 맡기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면, 자산동결 대상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유엔 사무국이 자산동결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정취소 신청은 사실상 국가의 의사에 의해

사실상 제한된다. 이는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지정취소 신청은 신청의 주체가 아닌 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정취소 결과에 대한 심사제도가 부재하다.

자산동결 대상자는 지정취소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유엔

차원에서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유엔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

취소에 대한 사법심사 형태의 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자산동결 이행에서도 효과적인 이행이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한국은 거래 내용과 제재 체제에 따라 자산동결 이행의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화계좌를 이용한 자산동결 회피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입법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외국환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거래도

같이 제한해서, 이러한 회피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자산

동결 대상자의 관련자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관련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 자산동결

법령이 자산동결 면제를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에서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할 때 자산동결의 면제를 제대로 고려

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법률에서 자산동결의 면제를 충실히 규정하여,

이를 자산동결 대상자의 거래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

하지 못했다. 우선 지정취소 규정은 한국에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유엔 제재 체제에 대해서만 규율되어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지정취소 규정을 제재 체제와 상관없이 충분히 규율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자산동결의 절차적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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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청문, 통지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은 절차적 권리로 의견 제시, 통지를 규정해야 한다. 제5장 제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법률에서 ‘처분의 이유 제시’, ‘사전통지’, ‘청문’, ‘이의

신청’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자산동결 이행의 이분화로 인해 문제가 있다.

일단 자산동결의 이분화는 유엔 자산동결 제재결의와의 합치성을 떨어뜨린다.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체제’인지 ‘공중협박 자금처벌법률 체제’인지에 따라

제한되는 거래가 다르고, 지정취소, 자산동결의 면제 등의 규정 여부가 차이가

있다. 새로운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어서 한국의 이분화된 자산동결 이행은 용어와 절차의 혼란도 초래한다.

새로운 법률에서 용어와 절차를 통일해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의 이행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유엔은 자산동결 규율 체계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자산동결 이행에 관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이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

재결의의 이행 방안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주요 조치별 이행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동결 이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유엔 차원의 제도 개선과 국내 차원의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유엔 안보리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

결의 이행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학문적 배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한국이 자산동결뿐만 아니라 여행금지, 무기금수와 같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주요 조치를 이행하는 문제로 관심을 넓히는 것에도 일조하기를

바란다.



- 217 -

[별지 1]

자산동결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리

용어 economic resources

출처 ① UN Doc. S/RES/2270(2016), para.12.

정의 ①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actual or potential, which potentially may be
used to obtain funds, goods, or services, such as vessels
(including maritime vessels);

논평
아래의 ISIL·알카에다의 ‘자산동결에 관한 용어의 설명’의 경제자원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이 정의는 선박만을 경제자원의 예로
들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출처 ②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정의 ②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which are not funds

논평 경제자원에서 자금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③
ISIL·Al-Qaida Sanctions Committee, Assets Freeze: Explanation
of Terms

정의 ③

Economic resources should be understood to include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actual or potential, which potentially may be
used to obtain funds, goods or services, such as:
a. land, buildings or other real estate;
b.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computer software, tools,
and machinery;

c. office furniture, fittings and fixtures and other items of a
fixed nature;

d. vessels, aircraft and motor vehicles;
e. inventories of goods;
f. works of art, cultural property, precious stones, jewellery
or gold;

g. commodities, including oil, minerals, or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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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rms and related materiel, including all items mentioned
in the arms embargo at paragraph 1 (c) of resolution
2161 (2014);

i.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that can be used to
manufacture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or un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hemical components,
detonating cord, or poisons;

j.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trade names, franchises,
goodwill, and other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k. internet hosting or related services;
l. any other assets.

논평
경제자원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시에서 무기금수의
대상이 되는 무기와 금수품도 규정하고 있다.

[표 7] ‘economic resource’의 정의

용어 funds

출처 ①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rticle 1.1.

정의 ①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however acquired, and legal documents or
instruments in any form, including electronic or digital,
evidencing title to, or interest in, such asse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ank credits, travellers cheques, bank cheques,
money orders, shares, securities, bonds, drafts, letters of
credit.

논평
자금과 경제자원의 정의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정의에서 법적 증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출처 ② Council Regulation (EC) No 1081/2000, Article 2, para.3.

정의 ②

Funds shall mean: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benefit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necessarily limited to, cash,
cheques, claims on money, drafts, money orders and other
payment instruments; deposit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 entities, balances on accounts, debts and debt
obligations; publicly and privately traded secur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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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asset

출처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 Manua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Interlaken Process).

정의

Any property or property interest, tangible or intangible,
present, future, or contingent, and may include (without
limitation):
• Any funds or financial resources (as defined below)
• Real property, including land and fixtures to land
• Moveable property, including goods and chattels
• Bullion, precious metals and stones
•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
• Contracts, licences, insurance policies
• Goodwill
• Judgements and claims having monetary value
• Documents evidencing an interest in assets

논평 이 정의는 유형, 무형, 현재, 미래의 재산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9] ‘asset’의 정의

debt instruments, including stocks and shares, certificates
representing securities, bonds, notes, warrants, debentures,
derivatives contracts; interest, dividends or other income
on or value accruing from or generated by assets; credit,
right of set-off, guarantees, performance bonds or other
financial commitments; letters of credit, bills of lading,
bills of sale; documents evidencing an interest in funds or
financial resources, and any other instrument of export
-financing;

논평

이 정의는 자금의 예시를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상의 정의보다 더 자세히 들고 있다. 이 정의는 자금이 ‘금융
자산’과 ‘경제자원’이라고 하여, 자금과 경제자원이 구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 8] ‘fund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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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property

출처 ①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2(d).

출처 ②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icle 2(d).

정의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corporeal or incorporeal,
movable or immovable, tangible or intangible, and legal
documents or instruments evidencing title to, or interest in,
such assets;

논평 이 정의는 자금·자산의 정의와 구분하기 어렵다.

[표 10] ‘property’의 정의 

용어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출처
Iraq Sanctions Committee, Non-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23 of Resolution 1483 (2003)

정의

Entities owned includes, bu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being in possession of 50% or more of the proprietary right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or
having a majority interest therein. Entities controlled include,
bu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 Having the right to appoint or remove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r supervisory
body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 Having appointed solely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one´s
voting right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r supervisory body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who have
held office during the present and previous financial year;

• Controlling alone, pursuant to an agreement with other
shareholders in or member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a majority of shareholders´ or
members´ voting rights in that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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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ing the right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over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at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or to a provision in
its Memorandum or Articles of Association, where the law
governing that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permits its being subject to such agreement or
provision;

• Having the power to exercise the right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referred to above, without being the
holder of that right;

• Having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e asset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 Managing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on a unified basis, while publishing consolidated
accounts;

• Sharing jointly and severally the financial liabilitie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other entity, or
guaranteeing them.

논평
이 정의는 아래의 EC 규정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이 정의는
시기상 EU 규정의 정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의 정의

용어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출처 ①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 Manua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Interlaken Process).

정의 ①

Assets of which any authority, entity o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the legal or beneficial owner, is entitled to
or has de facto control over. In determining ownership or
control, a greater than 50% interest in the asset on the part
of any authority, entity o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n an intermediate person or entity having ownership of
control of the asset, will be determinative. An interest of
50% or less in the asset, (or in an intermediate person or
entity having ownership or control of the asset) may
constitute ownership or control, depending on the factual
circumstances, and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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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presentation of any authority, entity o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the management of the
asset;

• the extent of the interest of any authority, entity o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the asset;

• the nature and identity of interests other than those of
any authority, entity o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 the spread and diversity of interests in the asset;
• the ability of any authority, entity or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influence decision-making in relation to
the asset.

These criteria are not exhaustive or restrictive, and any
determination as to ownership or control of asset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assets freeze concerning
[the Target State] and the authorities, entities and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논평
이 정의는 이라크 제재위원회 발표 자료의 정의와 EU 규정의
정의와 비교할 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출처 ② Council Regulation (EC) No 1294/1999, Article 1, para.5-6.

정의 ②

Owning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means:
being in possession of 50% or more of the proprietary right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or having a
majority interest therein; Controlling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means any of:
(a) having the right to appoint or remove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r supervisory
body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b) having appointed solely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one’s voting right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r supervisory bodie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who have
held office during the present and previous financial
year;

(c) controlling alone, pursuant to an agreement with other
shareholders in or member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a majority of shareholders’ or
members’ voting rights in that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d) having the right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ov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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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at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or to a provision in its
Memorandum or Articles of Association, where the law
governing that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permits its being subject to such agreement or
provision;

(e) having the power to exercise the right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referred to at (d), without being the
holder of that right;

(f) having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e asset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g) managing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on a unified basis, while publishing consolidated accounts;

(h) sharing jointly and severally the financial liabilities of a
company, undertaking, institution or entity, or
guaranteeing them.

논평
이 정의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를 받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나열되어 있다.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요소를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표 12]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의 정의

용어 freeze

출처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 Manual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Interlaken Process).

정의

To freeze [funds and financial resources] means that [these]
assets may not be moved, transferred, altered, used or dealt
with in any way that would result in any change in their
volume, amount, location, ownership, possession or character;
including portfolio management, except that any interest or
income arising on any capital automatically repayable on
maturity of any asset shall be paid into and held in a frozen
account

논평
이 정의는 동결과 관련하여 이자와 소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13] ‘freeze’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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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freezing or seizure

출처 ①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출처 ②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icle 2(f).

정의

“Freezing” or “seizure” shall mean temporarily prohibiting
the transfer, conversion, disposition or movement of property
or temporarily assuming custody or control of property on
the basis of an order issued by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논평
이 정의에서는 동결과 압수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결에만 해당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양자의 관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14] ‘freezing or seizure’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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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률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산동결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동결’이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

하여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실재 또는 잠재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의 사용, 이전, 양도,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대리인, 하수인,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산동결의 면제’란 특정한 상황에서 자산동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지정취소’란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지정 명단

에서 자산동결대상자를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유엔 사무총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여

지정취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외국환 거래’란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를 말한다.

7. ‘금융 거래’란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領收)를 말한다.

8. ‘재산 거래’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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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현행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와 상대방의 외국환·금융·재산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동결대상자와 상대방은 외국환·금융·재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할 때 관련 유엔 제재 체제의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를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의 거래를 허가하기 전에 자산동결의 면제

사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금융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현행 유엔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자와 관련자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의 “지정 고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O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이유,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자산동결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취소의 요청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O조

법 제7조 제2항에서 “지정취소의 요청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를 위한 중심담당자

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3. 옴부즈퍼슨 제도가 도입된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옴부즈퍼슨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자산동결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후에 금융위원회에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이나 단체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하였을 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그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보낸 경우

2. 그 사람이 단체인 경우 등록되거나 주요 사무실로 통지를 보낸 경우

③ 금융위원회가 그 사람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처음으로

가능한 기회에 그 사람에게 통지할 준비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O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자산동결대상자에게 통지할 때 지정된 이유,

지정취소 하는 방법, 면제 방법, 지정일자, 지정의 근거 법령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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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고의로 법 제4조의 금지를 우회하거나 금지의 위반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6조에 따라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자산동결이 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자산동결의 위반이나 회피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다음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산동결의 회피에 참여한 자

3.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② 다음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산동결 제재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산동결대상자 지정은 유엔 자산동결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때 즉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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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UN) began to use asset freeze as a form

of targeted sanction in the late 1990’s. The UN Security Council used

asset freeze to prevent the sanctioned individuals or entities from

engaging in harmful behaviors. Today, most of the UN’s sanctions

regimes utilize asset freeze. Over the years, many advancements have

been achie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on asset freeze.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still

persist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s and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UN’s asset freeze system and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 To that end, this study

compares the sanctions of the UN and the World Bank, along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ws regulating the implemen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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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freeze. It also analyzes cases involving asset freeze such as the

Bank Mellat case.

Issues with the UN’s asset freez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s asset freeze

sanctions is undermined by various factors. The obscure language of

sanctions on asset freeze makes it difficult to articulate the targets and

objects of asset freeze. In addition, the UN has failed to prevent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asset freeze from evading asset

freeze through various means. Secondly, the UN’s asset freeze system

lacks transparency. The public is only provided with summaries of why

certain individuals and entities have been subjected to asset freeze. The

UN does not publicly disclose the reasons for decisions on delisting

requests. Furthermore, the UN due process is not guaranteed with

regard to asset freeze. The UN does not directly notify asset freeze to

those subject to the sanction, and the outcomes of delisting requests

are restricted by the intentions of the relevant countries. The UN does

not have its own review mechanism for delisting requests.

The UN should address these issues with the asset freeze

system. First, the UN should work toward effective implementation by

adopting standardized definitions of terms related to asset freeze, and

analyzing and addressing asset freeze evasions. Next, in order to

promote transparency, the UN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the reasons for listing, and disclose the texts of decisions on

delisting requests. Futhermore, the UN should guarantee due process by

directly notifying asset freeze to those subject to the sanctions, and

create a review mechanism for delisting requests.

Issues with Korea’s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measure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n Korea, the effectiv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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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is undermined by legislative gaps for certai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imes, and evasions of asset freeze

using won-denominated accounts. In addition, Korea does not properly

guarantee due process in its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Korean

laws lack provisions on delisting, and do not provide adequate

procedural rights regarding asset freeze. Moreover, regulation of asset

freeze implementation in Korea is divided between two regimes: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regime, and the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gime. Such division undermines

alignment with the UN’s resolutions on asset freeze, and causes

confusion regarding the relevant terms and procedures.

Korea should address these issues with asset freeze

implementation by working towar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guaranteeing due process, and solving the issues caused by

the division between two regimes. To achieve these improvement

goals, this study propose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Asset Freeze.” The new Act contains provisions on key measures,

and represents a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es to

implementing UN sanctions such as the use of pre-existing legislation

not designed for sanctions legislation, ad hoc legislation in response

to specific sanctions resolutions, and enabling legislation. The new

Act provides for the scope of asset freeze, exemption from asset

freeze, listing, delisting, and procedural rights.

In conclusion, the UN should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sset freeze sanctions, guarantee due process, and promote

transparency. Korea also nee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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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freeze implementation, guarantee due process, and address issues

caused by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regime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spark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asset freeze, and lay a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Keywords : asset freeze, UN sanctions, implementation, financial

sanctions, World Bank sanctions, Financial Actions Task

Force (FATF), effective implementation, due process,

transparency, Bank Mella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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