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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국내법들은 국제조약의 체결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화 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특히 국제통상, 환경 및 인권분야에서의 국제규범은 국내

법과 국제법의 정합성이라는 차원에서 국내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이 국내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률용어체계에 맞지 아니하거나 국제법의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심지어 우리나라

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도 국제법에 대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를 그대로 차용되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쓰이는 국제법 

용어도 있다.

이러한 국제법 용어들은 일반 용어의 순화의 차원과 일반 국내법과 동

시에 일반 국제법 체제에 맞는 용어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국제조약 중 일반성을 띄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과 조약법과 외교관계․ 사관계에 관한 기본 조약 그리고 국제사법

재판소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 일반 강학상의 체계로 그 용어를 연구하

다. 

※키워드 : 국제법, 용어, 유엔헌장, 조약법, 외교관계 사관계, 국제사

법재판소



Abstract

The international laws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Some of domestic laws 

were made through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law itself, It is necessary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domestic law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reas.

It is found, however, to use some inappropriate terminologies 

in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international agreements 

or conventions into Korean version. The constitutional law, 

the fundamental law of Korea, has also some inappropriate 

terminologies in the text; moreover, it is easily found same 

mistakes in the domestic laws. The terminologies are not 

proper not only to international law systems but also to 

domestic law systems. Some of terminologies are not in 

confirmity because they were imported from Japanese usage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hange the terminology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law areas.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provides some 

explanation and alternative options.

※Keywords : International law, Terminology, Charter for the United 

Nation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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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현대를 국제화의 시대로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큰 이의가 없을 정도로 

국제정치나 국제경제를 살펴보면 국가간의 긴 한 관련성에 따른 협력과 

갈등은 증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간 협력 또는 국제관계에

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규이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에 대한 

관심은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에 적용되는 법규범체로서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전통적으로 준수되어온 국제관습법에 의해 창설

된다. 소수의 서구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주역들이었던 과거에는 그들의 

관행으로 만들어진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주요 법원이었으나 현재에는 

국제관습법 보다는 성문화된 조약 형태의 국제법 법원이 더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국제관습법이 성문화 작업 중에 있어 앞으로도 국

제조약은 국제관습법의 기존의 역할을 상당수 대체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천명하여 

국제법의 국내법에서의 효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은 일반인에게도 국내법과 같이 직접적

으로 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인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국제협약

은 국내에 직접 적용되기도 하지만 국내법으로 변형․제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국제협약은 우리나라와 언어가 다른 국

가와 체결된다는 국제협약의 정확한 번역 나아가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요청된다.

국제협약이 번역되거나 국내법 체제 내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간혹 용

어나 용례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제법상의 용어가 국내

법상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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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예로서 앞에서 언급한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으로 이해되는데 국제법규는 국제조약이나 국제관

습법에 의해 창설된 법규범체라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일정 국제법 용어들은 생소함으로 인해 의미 자체

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 단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여 여러 문장에서 다양한 의

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매 문장의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 자칫하면 해당 용어의 의미를 오역하

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뿐 만 아니라 국제법 용어

의 보다 평이하고 쉬운 해설은 국제법 전공자 외의 일반인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제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 용어의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용

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주요 국제법 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방 법

본 연구는 주요 국제조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국제관습법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를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유사용어 또는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교하여 설

명한다. 또한 간혹 국내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오역되어 사용되고 있

거나 번역과정에서 다른 용어들로 통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올

바른 용어 선택의 차원에서 학문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편성상의 방법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이 검토되었다. 첫째, 설

명하고자 하는 단어를 추출하여 그 전체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여 설명

하는 방법과 둘째, 해당 조약별로 주로 등장하는 단어를 조약별로 편성

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법률용어해설집이나 국제법용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 번째 방법은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단어가 국제법 전 분야에 이르는 방대한 단어를 연구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연구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았고 두 번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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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조약별로 단어를 정리하다보니 해당 조약의 해설집과 같아지는 점

과 전체적인 체제가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의 두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

를 추출하여 이를 국제법의 기본적인 체제, 즉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법원, 국가의 관할권과 이에 대한 제한, 그리고 국제분쟁

의 해결방안 중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큰 주제로 하여 이들 주제 밑으로 

관련 용어를 집합하여 편성하는 방법을 취하 다. 본 연구가 채택한 방

법의 단점은 마치 본 연구가 용어해설이 아니라 일반 국제법의 해설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

능한 많은 용어를 채택하여 해설하여 용어해설이라는 본 취지에 부합하

도록 노력하 다.

(2) 범 위

본 연구는 지면상 그리고 연구자의 능력상 모든 국제조약을 연구․검

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연구범위를 제한하 다. 우선 국제법각론에 해

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 국제환경법, 해양법, 국제경제법과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국제법 일반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하 고 검토하

는 조약의 대상도 현재 대부분의 조약집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다섯가지 

조약, 국제연합헌장,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사법재판소규정등으로 한정하 다.

상기의 조약들을 조약 어본 원문과 국내에서 번역한 자료들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는데 국내자료는 외교통상부와 법원행정처 등 정부부처에

서 발간한 자료와 일반 기관 및 학자들이 번역한 조약집을 비교하 다.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 달리 번역된 용어가 있는 경우 

추출하여 통일적인 사용을 위해 용어를 선택 제안하 고 대부분은 일반

적인 개념 해설에 국한하 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자주 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저서나 판례에 자주 등장하는 라틴어의 경우 기존의 자

료를 참고하여 부록의 형식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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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1.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international law, law of nations)이란 국제공동체

(international society)의 법으로서 국제사회의 구성원 또는 국제사

회의 법적 주체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체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국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law 

of nations)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적도 있었다1). 그러나 근래에 들어

서는 전통적인 국제법상 주체인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와 민족 및 심지

어 개인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 법인격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개념도 국제법의 주체 또는 적용대상의 확대

와 함께 변화를 이루고 있다.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면서 사용된 용어는 만국

공법이었다.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는 1864년 중국에서 미국인 William 

Martin이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36)를 번역하면서 사용된 것이다. 이후 “국제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1873년 일본의 미즈쿠리가 T.W. Woolsy International 

Law를 국제법으로 번역한 것에 기인하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수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이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들의 총체

이다. 국제법의 기초인 국가주권의 관점 그리고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 특히 국가가 합의하는 형식으로 제정된다. 

이는 국제사회에는 국제적인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국가

들 사이의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수단이며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및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 J.L. Brierly, “The Law of N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and Oxford,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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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 고대 국제법

고대 국제법이란 근대 이전 시기에 존재한 모든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체를 의미한다. 고대 국제법이란 고대시기에 존재하던 국제관계 

규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중세, 근세 초까지 존재하던 모든 

국제관계규범 총체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고대 국제법은 시기적으

로 볼 때는 근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규범화측면에서나 포괄

범위에서는 극히 단편적이었다. 고대 국제법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약규

범, 외국인 및 외교 사제도, 전쟁법규, 해양제도, 동맹형성과 같은 것들

이 있다.

고대 국제법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약이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

장 오랜것은 B.C.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지역에 도시국가로 존재하던 

라가슈와 움마사이에 이루어 진 조약이다. 이 약속은 돌비석에 새겨 져 

있는데 거기에는 쌍방간의 전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국경으로 확정된 강

과 다리를 서로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대 그리

스 국가들 사이에 외국인, 외교 사제도와 같은 규범들이 존재하 다. 예

를 들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대표에게 ‘디프롬’이라는 금속

판을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외교관(diplomat)의 단어의 어원이 되

었다. 또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자로 외국인을 선발하

는데 그들을 사라고 불 다. 이것이 오늘날의 외교 사제도의 시초로 

되었다. 

고대 국제법에서 전쟁관습과 규범도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전쟁규범 

하에서 전쟁에서 잔인한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며 무장해제 당한 적국 

측 인원과 탈주병, 부상병들에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들을 죽이

거나 노예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선언하 다. 또한 고대 국제

법에는 해양의 자유론이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맹형성원칙 

같은 것들도 규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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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국제법규범들은 당시 매우 저조한 국제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형

성되었기 때문에 규범적 성격이 매우 약할 뿐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것이 그 특성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국제법은 근대 국제법

이나 현대국제법의 시초로서 국제법형성과 전개에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 근대 국제법

중세 말 근대 초에 형성되어 19세기 말까지의 국제법을 근대 국제법이

라 한다. 근대 국제법은 유럽에서 통일적인 기독교체계가 무너지고 주권

적인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국제

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 당시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관계가 다양하게 벌어지는 것에 

맞추어 발전하 는데 이의 기점을 1648년 30년 종교전쟁의 강화조약으

로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Peace of Westphalia)에서 찾는다.

 근대 국제법은 19세기에 들어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적용지역이 유럽대륙의 범위를 벗어나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미주 대륙

으로 확대되었다. 이 당시의 국제법은 그 규제내용도 심화되었고 당시까

지 존재한 국제법규범들은 대체로 관습법규범들이었으나 이때에 와서는 

조약규범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 다. 이 시기 처음으로 정부

간 국제기구들이 결성되어 국가들 간의 협조를 조직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3.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 국내법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인데 반해 국내법(domestic law, internal 

law)은 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해당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국제법은 국제적 인격(international 

personality)을 주장할 수 있는 실체(entities)간에만 적용되나 국내

법은 국가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이나 다른 법적 실체에 적용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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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법이다. 국내법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로는 internal law와 

domestic law, national law 등이 사용되나 그 해석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이라 통용된다.2)

국제법과 국내법은 일련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접히 

연관되어 있다. 국제법이 국내법과 차이 나는 것은 규제대상과 적용범위, 

제정형식과 법률관계 당사자, 이행보장수단이다. 국제법은 한 국가 안에

서만 법적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며 국내사회관계를 규제하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들 사이의 관계, 국제사회관계를 규제한다. 국제법은 또한 국가

의 입법기관이 만들어 공포하는 국내법과는 달리 주권국가들 사이의 자

발적 합의의 방법으로 제정된다. 법률관계 당사자의 견지에서 보아도 국

내법에서는 국가 자신과 국가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국민과 범인이 

당사자로 된다면 국제법에서는 자주독립국가와 민족해방기구가 당사자로 

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국제기구도 국제법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내법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된다면 국

제법은 국가들 자체의 자원성과 위법행위를 한 국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압력이나 보복행위들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같이 행동규범

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규범의 형성과 발

전에 일정한 향을 준다. 국제무대에서 국가들은 각기 독립적이며 평등

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호관련 속에서 존재하며 발전한다. 이러한 

실정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국제적 통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제기한다. 따라서 매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문제에 대한 

국내법규범을 제정할 때 그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범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법규범 역시 국제법규범제정에 일정한 향을 준다. 국제법

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사회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법이 해당 시기 

국제관계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담고 있고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될 때에는 국제법규범의 형성을 촉진하고 그 변화발전에 일정한 

향을 주게 된다.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2항, 제27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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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국제사법이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법적 문제 및 분쟁 발생 시 적

용되어야 할 법, 즉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의 다른 

이름으로는 국제저촉법(conflict of law) 또는 섭외적용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다른 국적으로 인해 둘 이상의 국가의 법이 동시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어떠한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만을 

결정하는 절차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국제법과는 구별된다.

국제사법을 주로 국가간 공적인 일에 적용되는 국제법(국제공법)과 혼

동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법이 주로 국

제적으로 개인과 관련된 즉 국제적인 사적인 문제에 관련된 법이기도 하

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해당 법률의 명칭을 섭외사법(1962. 1.15 제정)

에서 국제사법으로 개칭(2001년 4월 7일 6465호)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 준국제법

준국제법(quasi-international law)이란 국제법상 전통적인 주체인 

국가와 능동적 주체인 국제기구 및 민족 등이 국제법상의 수동적 주체인 

개인과 합의에 의해 창설한 법규범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

인이 맺은 합의서가 있는데 이러한 합의는 국제법상 규율대상인 합의가 

아니라 국내법적으로 규율, 해결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간혹 이러한 합의

문서, 주로 양허계약에 “본 양허계약은 해석과 분쟁해결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러한 조항에 

상관없이 준국제법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

하여야 한다. 

▶ 초국가법

초국가법(super national Law)은 말 그대로 국가 상위의 법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해당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 자신보

다 상위의 중앙집권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해당 국가의 국내법 질서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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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초국가법의 부분적 질서이자 하위질서로 규정함으로 인해 해당국가

의 국내법에 우위성을 갖는다.

초국가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럽연합법이 있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단일 연방국가가 된 이후에는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이라는 연방국가의 

국내법인 연방법이 되겠지만 그 통합 전에는 우위성과 직접적용성이라는 

연방법으로서의 성질과 독립된 국가들에 의해 창설되고 적용되는 국제법

의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법은 국제법도 국내법도 

아닌 새로운 법질서 또는 일종의 혼성물로 간주된다. 

▶ 국제예양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 courtesy, civility, comitas 라

틴어)은 국제사회에 있어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국의 입법적, 행

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제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타국의 주권 존중하기 위해 준수되어온 관행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이상적인 도덕률로서 지켜져 온 

국제도덕(International morality)이 있으며 양자의 구별은 실질적으

로 불명확하다.

국제예양 또는 국제도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법과 구별된다. 이

들은 국제법의 하나 의 연원인 국제관습(또는 국제관습법)과 비교할 때 

모두 국가의 관행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국제관습은 법적 확신(양국이 본 

국가 관행을 구속력이 있는 국가관행으로 인정하는 주관적 요소)이 있는 

국가관행이나 국제예양은 법적인 확신 없는 사실상의 국가관행에 불과하

다는 점이 다르다.

양자의 법적 효과의 차이로는 국제관습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제법 위

반으로 국가책임의 대상이 되나 국제예양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국제법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예양의 미준수는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또는 정치적인 불이익을 초

래하며 상대국가로부터 동일한 국제예양의 미준수와 같은 보복조치를 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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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양의 예로서 국가원수 또는 국가대표에 대한 경칭을 사용하는 것, 

외국군함에 대한 예포, 및 양당사국 사이에 조약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외국인의 입국 빛 거주를 허용하는 것 등이 있다. 

예양이라는 용어로 com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positive comity 

(적극적 예양)는 다소 의미가 상이한데 이는 경쟁법(competition law)상 

경쟁정책을 운 하는데 있어서 경쟁법 관련 양자협정상의 한 당사국이 

타당사국에게 대하여 타당사국의 국내 경쟁법상의 제재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는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1998년 

적극적 예양협정이 있으며 국제무역기구의 서비스에 관한 무역관련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of Service: GATS) 제9조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유엔헌장 제13조는 UN총회 목적의 하나로서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

적 발전을 언급하고 있다.3)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엄격히 

분리하거나 구분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은 아

직까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국가들의 관행 속에

서 법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주제에 관하여 협약초안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법의 법전화는 편의상 이미 

국가관행, 선례 및 학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분야의 국제법규를 성문

화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

된다. 

▶ 국제법위원회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상기의 헌장 제

13조의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의 증대”를 목표로 1947년에 설

3) UN헌장 제13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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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UN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설립된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이다. 국제

법위원회는 국제법 분야에 공인된 능력을 갖춘 34명의 개인적 자격의 전

문가들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나 연임도 가능

하다. 전체로서의 위원단은 지역성이 아닌 세계법률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국제법위원회의 위원들은 국가의 

대표 또는 국제연합의 직원은 아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제연합

의 직원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의 점

진적 발전과 성문화를 위해 국제법의 각 분야별로 특별보고자를 선정하

여 그의 주도하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국제법위원회가 성

문화하는데 기여한 조약으로는 1958년의 해양법,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3년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근래의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 있으며 현재에

도 국가책임 분야,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분야 등이 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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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용어

1. 주권평등원칙 및 민족자결주의

(1) 주권평등의 원칙

주권평등원칙(equal sovereign principle)4)이란 국제관계에서 모

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 또는 기타 성질의 차이에 관계없이 법적으

로 독립되어 있거나 평등함을 의미한다.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기본

원칙 중에서 이 주권평등원칙은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 사이에 일

반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원칙으로 국제법 체제의 기본 내지 모든 국

제관계의 출발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1970년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의 형태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 의하여 UN회원국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게

로 연장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있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란 국

가의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절대적 항구

적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주권은 과거와는 달리 국

민주권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주권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가의  

국민주권이 평등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권평등원칙은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이나 국가 구성원으로의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이러한 점에서 소위 민족자결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와 관련 국제연합헌장은 기본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에서 제2항에서 

4)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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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민족자결원칙

▶ 민족자결원칙

민족자결원칙(self-determination of peoples principle)이란 민

족 자신의 운명과 민족이 결정하여야 할 모든 문제를 민족 스스로 처리

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천명한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이다5). 국제관계

에서 모든 민족은 그의 크기와 발전정도, 역사적 전통에 관계없이 자결

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족자결원칙은 민족들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정치 및 국제법적 기초를 구성한다. 민족자결원칙에

서 내용으로는 정치적 자결, 경제적 자결 및 국방적 자결, 문화적 자결이 

있을 수 있다. 

▶ 민족자결원칙에 있어서 민족(people)

유엔헌장 제1조 제2항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peoples라는 

용어들 두고 사람, 인민, 국민 등 다양한 해석이 있다. peoples이라는 

단어는 본 규정인 제1조 외에도 전문(preamble)과 경제적 사회적 국제

협력을 다룬 제9장 제55조, 비자치지역과 신탁통치지역관련 규정인 제

73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등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해석도 국민, 주민, 민족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 단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여 여러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매 문장

의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 자칫하면 해당 용어의 의미를 미

리 짐작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오역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국제연합 헌장 상 people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있어

서 문맥을 고려하되 people이라는 단어의 국제법상의 원의미를 되살려 

일관된 번역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연합헌장 전문에 있어서의 

5)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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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과 제1조에서의 peoples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의 peoples

을 나누어 각각 전후좌우의 문맥과 전체적인 조화를 살리는 견지에서 

검토한다. 

①전문에 있어서 peoples

전문에 나오는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은 그 

번역이 “우리 국제연합 인민들은...” 또는 “우리 국제연합 국민들은...”이

라고 해석되고 있다6). 일반적으로 인민이라는 개념은 국가적 질서와 대

립되는 사회적 개념인 사회의 구성원을 지칭하고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 즉 국적을 가진 개개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의 people의 원의미가 총체적으로 국제연합 회

원국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국경을 넘어선 국제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총

체라는 의미에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겠으나 당시 1945년의 국제

질서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 질서에 기초를 두었으며 현대에 종종 

논의되는 지구공동체 또는 지구촌(world community)을 염두에 둔 것

이 아닌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를 전제로 제정된 문

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에 있는 people을 해석하는데 있어 국민이

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향후 국제법질서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다는 관점을 채택한다면 인민이라고 하

는 사회적인 용어도 타당 할 수 있다.

②제1조에 있어서 peoples

제1조 제2항에 나오는 people의 의미는 전문에서의 그것과는 다소 차

이점이 있다.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6) 국제연합헌장 전문, 김정건 교수는 인민(김정건, 국제법, 박 사, 2004, 부록) 김대순  

교수와 이장희 교수 및 정부측 번역본은 국민으로 되어있다.(김대순, 김민서 공저, 

국제조약집, 삼 사, 2004현대국제조약집, 아시아국제법연구회편, 아시아사회과학연

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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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e: 

... 

2.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국제연합의 목적은

....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

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국제연합의 목적은....

....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제국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케 할 것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people 의 해석을 두고 사람 또는 인민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

는 달리 사람의 평등권 또는 인민의 평등권으로 차이가 나는 것 외에도 

사람의 자결의 원칙과 인민의 자결의 원칙과도 그 해석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이 규정된 제1조의 제목은 국제연합의 “목적”이다. 따라서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은 국가간의 

우호를 발전시키고 세계평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초가 되

는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우호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평등권을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나 국제

법상 해석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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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앞서 언급한 바대로 world 

community의 모든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의 평등권을 의미한다면 적절

하겠으나 그 뒤 바로 연결되는 자결권(self-determination)이라는 것

과 연결시켜 인민자결권이라고 하기에는 역시 어색한 바가 있다. 즉 원

문에서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은 두개의 원칙(principle)으로 principle of equal rights 

of peoples과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양자

를 포함하고 있다. 후자인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이 국제법상의 민족자결의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하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게 principle of equal rights of peoples 

역시 민족평등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주권평등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권평등은 주권의 본질과 관련

하여 모든 국가의 국민주권이 평등함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를 구성

하는 민족이나 국가 구성원으로의 국민이 모두 평등하며 따라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국민의 의사에 속박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족 자결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조 제2

항의 people은 민족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고려된다.

국제연합의 목적은

....

민족평등권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 peoples

제55조에는 이와 동일한 문구(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가 등장하므로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73조, 제76조, 제83조에서는 people이 주민이라는 다른 의미

로 해석되고 있다. 제73조는 제11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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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제76조, 80조, 83조 및 88조는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와 관

련된 규정이다. 또한 역시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와 관련된 규정으로 

제80조에서는 people이 국민으로 해석된 것 역시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people을 신탁통치지역을 포함한 비자치지역에서 거

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며 주민이라고 하고 제80조에서는 “any 

states or any peoples”라는 문구상 “국가 또는 국민”이라고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탁통치지역이나 지자치지역이 국가 

내의 독립된 관할권 상의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 자체임을 감안한다

면 굳이 국내법상 특정 지역을 거주민을 표현하는 주민을 사용 할 특별

한 이유는 없고 용어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추측컨대 이는 헌장이 만들어질 단시인 1945년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고 강조하 고 이에 반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자국들이 보유

하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부담으로 민족자결주의(self-determination)보

다는 민족자치주의(self-governance)를 선호하 다는 점, 비록 잠정적

이기는 하지만 신탁통치지역이나 비자치지역은 민족자결주의에 반하는 제

도라는 점, 그리고 공산권 국가인 소련보다는 서방 우호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민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민족자결원

칙에 반한다는 느낌을 피해나가기 위해 선택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1) 분쟁의 평화적 해결7)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않고 외교적 수단이나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

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평화적 해결이란 무력의 위협 또는 사

용을 동반하지 않음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방법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침략과 전쟁이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7)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3항 및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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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1899년과 1907년에 있은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는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반 하여 처음으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계약상의 채

무상환을 요구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대한 협약들을 채

택하 다.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채택된 ‘전쟁포기에 관한 부전조

약’에서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하여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을 규정하 다. 그 후 본 원칙은 수많은 조약과 협약, 헌장, 선언들

이 채택되어 국제관습법 뿐 아니라 강행규범으로서도 인정된 국제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모든 법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국제법의 기본적인 목적 역시 분쟁을 

해결하고 특히 문명적인 방법으로 무력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

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중요성을 띄고 있

다. 이처럼 국제법은 분쟁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평

화적 해결을 강조하여 분쟁 외에도 분쟁에 이를 수 있는 사태 및 상황

으로 결과적으로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실들 역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제1조 목적에서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라고 하여 “국제분쟁이나 평화의 파괴로 이를 사태를 해결”하

는 것이 국제연합의 기본 목적임을 밝히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본 원칙은 국제연합 헌장 제1조 목적에 첫 번째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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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

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본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부

언 할 필요도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에 호소함으로서 전쟁이

라는 비문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국제법

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함

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연합 헌장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총 41회가 등장

하며(평화적으로라는 단어는 포함하지 않았음) 이중 32회는 국제평화

와 안전(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라는 표현으로 사용되

고 있다. 

(2) 분 쟁

분쟁(disput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법 또는 정책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제법상 분쟁이란 국제법상 주

체들 특히 국가들 간의 분쟁을 지칭한다. 분쟁은 법적 분쟁과 비법적 분

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란 (국제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국제법의 문제를 야기한,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분쟁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은 국제법에 기초한 사법심사, 즉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비법적 분쟁이란 단지 정책 내지 비법적 문제에만 관련되는 분쟁

으로서 그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법적 해결수단에 회부되는 것이 적

절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한다.

일정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은 정

치적 분쟁, 경제적 분쟁, 국경 및 토분쟁, 조약상 의무의 불이행과 관

련한 분쟁, 외국인 및 외교관의 법적지위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 국가 또

는 그 대표자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 종족 및 민족문제와 관련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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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분쟁들에서 현 시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국경분쟁과 민족 및 종족문제와 관련한 분쟁이다. 특히 현 시기 

민족 및 종족문제나 종교문제와 관련한 분쟁은 국가간에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 국가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면 구 소련지역

과 발칸반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들에서 발생한 분쟁들이 이러한 분쟁

들이다. 

모든 사회에는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국제사회에도 수많은 분

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제법이 주된 관심을 갖는 분쟁은 “그 계속이 국

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다. 따라서 분

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의 

개념과 국제안전의 개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침해 및 파괴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평화 및 이에 대한 개념

궁극적으로 국제연합의 목적이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국제분쟁이 국제법 특히 국제연합 헌장의 관심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만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국제연합헌장 체제

하에서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헌장 조항을 구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하고 제거한다.

둘째,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

적 조치를 취한다.

셋째,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

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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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세가지 경우를 국제평화에 반하는 대상의 심각성으로 구분한

다면, 

•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s to the peace)

•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a breach of the peace, or acts 

of aggression)

•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일반적으로 평화에 대한 파괴는 군사행동 및 적대행위의 발생의 경우

를 의미한다. 침략행위는 일국의 군사행동이 타국의 관할권을 넘어 결과

적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

은 평화에 대한 파괴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직접적인 침략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 뿐 아니라 평화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 권고의 무시로

부터 발생한 사태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는 말 그대로 평화의 파괴, 즉 

군사행동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곧 이에 이를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평화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 도식적으로 나타낸

다면

침략행위 >평화의 파괴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 >평화에 대한 위협

그러나 침략행위와 평화의 파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과의 구분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해석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하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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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

본 협약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

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1899년 7월 29일의 “국제분쟁의 평

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갱신한 협약이다. 1907년 10월 18일 네덜란

드의 헤이그에서 서명되고 1912년 1월 26일에 효력을 발생하 다. 본 

협약은 모두 5개장 9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은 제3국에 의한 중개 

및 조정, 국제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중재를 분

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들에 대하

여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약은 간략화 된 중재재판 절차 및 조약의 

비준, 폐기와 관련한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조약의 기탁국은 네덜란드

이며 1928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의정서”와 함께 국제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규범

적 문건으로 되고 있다.

(4)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의 원칙이란 전쟁은 물론 평시에도 국가는 국

제관계에 있어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위협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담은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 불가침원칙

 불가침원칙이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주권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불가침원칙은 국제관계에서 주권국

가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성에 기초하고 있다. 불가침원칙

에서 중요한 것은 분쟁문제를 포함하여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면서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

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을 무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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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하려 하는 것은 그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으려는 침략행위이며 

국가들간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국제법적 위반행위로 된다.

▶ 불가침조약

 불가침조약이란 체약국들이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 의무를 규

제한 국제조약을 말한다. 정치조약의 한 형식으로서의 불가침조약에는 

체약국들이 서로 상대방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침략하

지 않을 의무가 규제된다. 

국제연합헌장 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8)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

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이 부득이하게 긴급한 것이고 침해의 정도와 균

형을 잃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제법상 합법인 것으로 되

어 있다. 근세 초기의 국제법학자 중에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서 자기보존권(right of self-preservation)을 인정하고 자위권을 그

것에 기초한 것으로 하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향으로 국

가가 자국의 무력행사를 자위 또는 자기보전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

장한 예가 있지만 자력구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당시에는 자위권을 

위법조각사유로서 주장할 이유가 부족하 다. 자위권이 특히 문제가 되

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전후의 현상으로 전쟁이 위법화 됨에 따라 그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것이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자위권을 개별

적 자위권(right of individual self-defense)이라고 하고 새롭게 인

정한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과 함께 그 발

동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그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

제를 설치하고 있다. 

8) 유엔헌장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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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자위권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 right, anticipatory 

self-defense right)이란 외국에서의 무력공격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하는 자위권을 말

한다. 특정한 경우에는 적국의 공격을 받은 후에만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격받은 후 그 피해의 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현대에는 핵무기등 과거의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전쟁 행태로 인해 선제적 자위권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연합헌장상의 자위권조항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고 단지 일반 국제법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선제적자위권은 남

용의 우려가 있어 비례성(proportionality rule) 및 필요성(necessity 

rule)을 엄격히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사이에서 비록 선제공격의 징후가 

명확히 포착되지 않을 지라도 해당국이 테러와의 관련성 즉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국가인 경우 대량학살무기나 생화학무기등의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 자위권을 적용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

가 있으나 이는 현행 국제법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단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화두와 함께 일반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 집단적 강제조치9)(enforcement measures)

집단적 강제조치란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에서 침략 등에 대해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여러 나라가 집단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강

제조치’ 또는 ‘강제행동’이라고도 한다.

강제조치란 권리가 침해된 국가가 위법국에 대해서 취하는 자력구제를 

포함한 제재의 조치를 가리키지만 오늘날 보통은 집단적 안전보장체제하

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거나 파괴한 국가에 대해 이것을 유지 또는 

회복할 목적으로 강제를 가한 조치를 말하고 위법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갖는다.

9) 국제연합헌장 제7장



Ⅲ.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용어

36

국제연맹은 그것이 요구되는 분쟁해결절차를 무시하는 국가를 전연맹

국에 대한 전쟁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과 경제관계를 단절

하고자 연맹국에 요구하는 비군사적 제재를 주요 대응 조치로 하 다10). 

이것에 대해 국제연합헌장은 가입국의 개별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제2

조제4항), 국제연합이 대신하여 행동을 취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단, 

자위권의 행사는 별도).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

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는 국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

는 회복을 위해 권고를 하거나 외교관계, 교통통신, 경제금융관계 등의 

단절을 포함한 비군사적 조치(제41조) 혹은 육해공군의 시위할동, 봉쇄 

등의 군사적 조치(제42조)를 취하는 것을 결정하고(제39조) 그 결정을 

가입국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제25조).

▶ 구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

구적국조항이란 국제연합헌장에서 볼 수 있는 연합국의 구적국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말한다. 이것은 동 헌장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국

들만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독일․이탈리아․일본․헝가리․루마니아․

불가리아․핀란드 등의 적국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즉, 지역적 결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강제행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취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한 반면, 구적국에 대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 다11). 동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

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 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12). 

▶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인류의 양심에 충

격을 가하는 비인도적 사례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10) 국제연맹규약 제16조 제1항

11) 국제연합헌장 제53조

12) 국제연합헌장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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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해 국가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수습을 원하

지 않을 때 타 국가 혹은 국제조직이 필요시에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사

태종식을 위해 개입하는 행동을 말한다. 인도적 개입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서 주로 소수 민족의 인권과 내란 또는 국가 위기 시

에 있어서 제3국에 의해 그 국가의 무자비한 인권의 유린으로부터 그 국

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행사되어 왔는데 그 예로는 근래의 코소보, 소

말리아, 보스니아 등 일련의 사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개입

은 국제관습법 및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주권의 원칙 및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과 충돌 할 수도 있으며 국제연합헌장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

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도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

적으로 국제질서의 유지와 안전보장, 대테러방지를 위한 무력행사, 인권

의 보호, 난민보호 등 간섭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5) 분쟁의 해결수단13)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연합헌장 제33

조 제1항은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떤 분쟁의 당사자들도 먼저 교섭, 사실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구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기타 당

사자들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교섭(negotiation)

분쟁당사국간의 교섭은 국제분쟁해결의 가장 초보적 수단으로 제3자의 

관여가 전혀 없이 분쟁당사국 사이에서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

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Negotiation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교섭, 직접교섭, 외교교섭 또는 협

상 등의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직접교섭은 주로 일본 학자들이 

13) 국제연합헌장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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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며 협상이라는 용어는 국제법 이외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 용어라는 점 그리고 외교교섭이라는 표현은 교섭이라는 

표현에 결국 외교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교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주선(good office)

주선이란 제3자(즉, 제3국, 국제기구 혹은 저명인사)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에 임하도록 알선(intercession)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분쟁당사자들이 교섭에 들어가도록 제3자가 향

력은 행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이 일단 교섭에 임하게 되면 

주선의 임무는 종료하며 상기의 당사국 사이의 교섭으로 들어가게 된다.

▶ 중개(mediation)

중개란 주선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으로서, 제3자가 분쟁당

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 상호간의 교섭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선과 중개는 결합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중개인의 의견제시는 권고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분쟁당사국은 이를 수

락할 의무가 없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899년과 1907년의 

두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제6조도 중개인의 제안은 “완전히 권고

의 성격을 가지며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국들은 중개의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사전합의

를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

▶ 사실심사(enquiry)

사실심사의 경우 국제연합헌장 제33조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수단으

로 나열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재로는 분쟁의 사실관계(point of 

fact)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의 사실상황을 객관적으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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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립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행상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

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실심사라고 한다. 사실심

사를 위해서는 분쟁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심사위원회’(inquiry 

commission)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 조정(conciliation)

조정이란 제3자, 대체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기초된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대체로 보고서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

한다. 조정은 사실심사와 중개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달리 표현한

다면,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밝히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하며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quasi-judicial) 혹은 반사법적(semi-judicial) 측면을 지니고 있다.

조정은 일반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의 주장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된다. 특별한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상호 상대방이 조정자를 내세운 국가

와 직접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때 조정을 위임받은 

제3국은 30일을 위임기간으로 하여 교섭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분쟁당

사국들은 분쟁사건을 조정국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서로 일체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다. 

분쟁당사국들이 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망하는 경우 분쟁당

사국들은 자기를 대표하며 또 자기와 조정위원회간에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특별대리인과 고문, 변호인을 임명하여 조정위원회에 파견한다. 조

정위원회의 심사는 대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심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외의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 사실의 진상을 밝히는데 유

익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문건 및 증인, 감정인의 진술 등 모든 조사 자료

들에 기초하여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한다.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대표들을 참가시킨 공개적인 자리에서 낭독되

며 그 사본은 분쟁당사국에 보낸다. 이때 보고서는 단순히 사실의 인정

에 그치며 그에 대한 태도는 전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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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심사

사법심사 혹은 국제재판이란 국제재판소가 일차적으로 국제법에 의거

하여 분쟁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총칭하

기 위한 개념이다. 즉, 사법심사는 국가간의 분쟁을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검

토를 재판소가 담당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 사법심사에는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이 

있다. 본 항에서는 중재재판만을 설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항을 나누

어 VII 장에서 다룬다.

분쟁당사국들이 분쟁처리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하는 경우 중재재판

소는 분쟁당사국들이 각각 2명씩 지정한 4명의 중재재판관들로 구성된 

중재재판부를 설치한다. 중재재판부의 재판관들은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 외교특권과 특전을 가지고 분쟁당사국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진술

서, 답변서 및 항변서를 비롯한 모든 문건들에 대한 서면심리 및 토론을 

진행한다. 판결은 분쟁당사국의 대리인, 고문이 출석한 후 낭독하는 방법

으로 정식선언 된다. 판결은 분쟁해결에서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의의를 

가진다. 판결의 해석, 집행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

의 판결에 따른다. 판결은 분쟁당사국들에게만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분

쟁당사국들은 중재재판과정에 든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재판비용

을 동일하게 부담한다. 

3.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14)

▶ 국제연합 헌장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

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

14)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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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에 의하면 

국제연합 헌장 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연합이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연합 헌장은 국제기구창설협약으로 국제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모여 해당 기구의 법적 권능을 부여함으로서 해당 국제기구에

게 조약을 통해 부여된 범위 내에서 법적인 주체성을 행사하는 것을 인

정하는 법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헌장 상의 국내문제 불간섭은 회원국들

이 국제연합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

는 일을 정할 때 국제연합이 할 수 없는 일로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의미한다.

▶ 국제관습법 상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국제관습법 상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이란 일반국제법의 전통적 원칙

으로서 일국이 타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국제법상 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문제의 개념

과 간섭의 개념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있어서 국내문제란 국제법에 위배됨이 없이 국

내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국내조직의 문제, 타국에 해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 등이 있다. 국내조직의 문제로서 타국의 어떤 기

관이 특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국의 유․불리와 관련 이에 대해 타

국 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정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할 것

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타국에 해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로서 이러

한 활동을 하는 조직을 선동하거나 조직하거나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원

해서는 안된다. 또한 타국에서 내란이 발생한 경우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반란행위를 원조해서는 안된다.

간섭이라 함은 국가의 개입행위로서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

나 전통적으로 무력이 수반된 경우를 의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

제적인 압력이나 정치적인 불안정의 초래 및 타국 내 불안의 선동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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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성을 포함하는 지가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치적 선전, 

경제적인 보이코트, 경제적 원조의 보류 및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억압하

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통화기구 및 재정기구들에게 향력을 행사

하는 것 등의 경제적인 압력들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 상기의 경제적인 수단들이 타국의 주

권실행의 종속을 획득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 국내문제불간섭의 원

칙에 위반되는 간섭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주권평등의 원칙이나 이의 파

생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의 의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4. 인권존중의 원칙

1940년대 국제연합헌장의 기초가 만들어질 단시에는 개인의 인권보호는  

국제연합의 헌장상 기본원칙으로 등장할 만큼 성숙한 원칙이 아니었다. 

인권존중이라는 표현은 국제연합의 원칙에는 있지 않지만 전문과 제1조 

목적, 제13조 총회의 권한 및 제9장 경제적 사회적 국제협력에서 경제사

회이사회의 권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제1조는 제3항에서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

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

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

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현대 국제법의 여러 원칙 중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의 보호가 국제법

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

으나 기존의 인권의 문제가 국내관할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입장과 맞물

려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중대하고 대규모적인 침해인 경우에 국제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해되고 있다.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중 인권문제와 결부

되어 있는 인종분리정책, 인종차별, 제노사이드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제법상 개인의 인권 존중은 현 단계보다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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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국제법상의 원칙

상기에 언급한 원칙들은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이외에도 

국제법의 각 분야에는 여러 원칙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본 연구의 범주에 들어가는 협약에서 명시된 원칙들만을 살펴본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대

한 선언이 있다.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nsent and of good 

faith and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re 

universally recognized,

본 협약의 당사국은, 

......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규칙

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하며,

이에 항을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 자유로운 동의 원칙(Principle of free consent)

자유로운 동의의 원칙은 크게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파생하는 원칙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만 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반한 

국제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이다15). 즉, 조약법 제51조 국가대표의 강제, 

제52조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의 강제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협약은 무효라

는 내용이다. 또한 동의에 중점을 두자면 국제법의 창설에 있어서는 국

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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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동의가 절대적이라는 국가의 동의에 의해서만 국제법이 창설된다는 

국제법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국내법의 사적자치의 원칙(개인의사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

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과 유사한 면이 있다. 국내법 특히 민법은 개

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적 후견을 배제한다

는 자유의 관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근대민법

은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서 자유의 관념을 강조하여 법률관계 형성의 중

심적 수단은 개인의 의사라는 원칙을 확립하 다. 

국내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개인은 누구나 모두 합리적인 판단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경제활동 

나아가 법률행위에 있어 자유로이 활동하므로 사회는 조화 있게 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있듯이 국제법에 있어서도 사적자치원칙의 기본은 

적용되어 모든 국가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활동하고 나아가 법률관계

를 맺는데 있어서도 자유의사가 중요하다는 된다는 것이 있다. 이는 주

권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자유로운 동의의 원칙은 국

가가 국내법의 관점에서는 계약행위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권리의

무를 규정하는 입법행위에 있어서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신의성실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the 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은 로마법  

이래 모든 법체제에 기본적인 명제로서 위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며 모든 국제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는 관습법은 

준수되어야 한다와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일반관습법상의 두 원칙으

로 국가들에게 자신의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6) 

국제법은 협약은 준수되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아가 준수하는 방법 즉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가들이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16)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우호관계선언 제7

원칙, 1982년의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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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국가는 국제법규의 목적과 객체를 방

해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 관념을 전

하고 있을 따름이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수평적․분권적 구조의 국제공동체에는 국제법규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거의 없으므로 국제의무의 이행은 일

차적으로 개별국가들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정변경(사정의 근본적 변경,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 

의 원칙18)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그 후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 정하여졌

던 행위의 효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

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본 원칙은 조약법 협약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내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pacta 

sunt servanda의 원칙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즉 사정변경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계약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하지 않았고 

또한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어야 하고, (ii)사정

의 변경이 그 변경의 주장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기지 않아야 하

며, (iii)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

어야 한다.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 원칙에 의거한 규정이 여기 저기 흩

어져 있으나19),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다. 또한 판

례도 아직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

17)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과 같이 ‘일정한 법

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특히 이러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1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

19) 민법 제218조, 제286조, 제557조, 제625조, 제628조, 제661조, 제68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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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제권(解除權)의 발생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용인되지 않

는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20).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요건은 국제법상에도 유추되어 국제법상 조약의  

당사자가 조약체결 당시에 만약 예견할 수 있었더라면 당해 조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 으리라는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만 당사국에게 

조약을 폐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원칙 자체는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합리적이며 충분한 존재이유를 가

지고 있으나 남용될 경우 국제사회의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조약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면은 본 원칙의 운 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조약에 명문으로 이 원칙이 채용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21).

비엔나협약 제62조에 의하면 사정의 변경은 첫째, ‘조약체결 당시에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존재했던 사정에 변

경이 있을 것, 둘째, 당사국’들‘이 ‘예견하지 못한(not foreseen)’ 사정

의 변경일 것, 셋째,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했을 것(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넷째, 조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를 구성했을 

것, 다섯째, 사정변경의 효과가 ‘앞으로 여전히 이행되어야 할 의무

(obligations still to be performed)’의 범위를 ‘급격하게(radically)’ 

변경시키는 것일 것 등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조약의 종료 또

는 탈퇴 사유로서 원용될 수 있다. 

▶ 신법우선원칙 또는 신법우위원칙(lex posterior principle)22)

신법우선의 원칙이란 법의 작성시기의 전후에 의해 법의 효력의 우위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신법은 구법을 우선한다’([라] lex posterior derogat 

20) 大判 1963.9.12 63다452

21) 레니엄 신법률학사전, 법률미디어, 2000, p.688.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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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 priori)라는 법언에 유래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상호간에는 

나중에 성립한 법(신법)이 먼저 존재한 법(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제법에서 조약법상 동일사항을 내용으로 체결된 당사국간의 신․구

조약의 효력의 우열을 이 원칙과의 관련에서 고찰하면 (1)양자간 조약의 

당사국간에 동일사항에 대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구조약의 종료를 합의

(규정)하는 경우 조약의 갱신으로서 구조약은 종료하고 신조약만을 적용

한다. (2)다자간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일사항에 관한 신조약의 당사

국이 되어 신조약만의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조약의 갱신으로서 구조

약은 종료하고 신조약만을 적용한다23). (3)양자간 조약의 당사국간에. 

동일사항에 관한 신조약을 체결하지만 구조약과의 갱신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 신조약을 적

용한다. (4)다자간 조약에서도 동일사항에 관한 신조약이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여 체결하 지만 조약의 갱신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약 당사국간에는 신조약을 적용한다. 신법우위의 원칙

의 적용이다. 단, 구조약의 종료를 규정하지 않는 한 구조약은 신조약과 

양립하는 한도에서만 적용이 된다24). (5)다자간 조약의 몇몇 국가에서만  

동일사항에 관한 신조약을 체결하고 구조약도 효력을 갖는 경우 신․구 

조약의 적용관계는 (1)양 조약 모구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가간에는 

신법우위의 원칙의 적용에서 신조약이 적용된다. 물론 구조약도 신조약

과 양립하는 한도에서는 적용이 인정된다. (2)양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

와 신․구조약의 적용은 당사국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신법우위의 원

칙의 적용 없이 이것들의 국가가 모두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조약, 즉 

구조약이 적용된다25).

이상 조약법에서 ‘신법우위의 원칙’의 적용은 동일 당사국간에 동일사

항을 취급하는 신․구조약의 경우에만 신조약의 우선 적용의 효과를 갖

는데 그친다. 그 경우에도 당사국간에 이 원칙과 다른 규칙을 합의할 수 

2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9조 제1항 (a)

2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제3항

2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제4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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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전형은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서 가입국에서는 헌장에 기초할 

의무가 항상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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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1. 국제법의 주체(subjects of international 

law)26)

국제법의 주체란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 국제청구

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실체를 말한다. 상

기의 자격을 국제법인격성(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이라 하

며 결과적으로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인격성을 보유한 실체이다.

국내법에서는 법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성, 즉 권리와 의무의 귀속성을 

갖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국내법의 주체로서는 자연인과 법

인을 규정하고 있다27). 그러나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의 요건 및 주체성

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들의 합의

나 관행에 위임하고 있다28).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주체로는 국가, 국제

기구, 민족, 교전단체, 재인 등이 있다.

(1) 국가(States)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의 개념을 정해놓은 바는 없고 단지 일정한 

정치적 실체에 대해서 그 실체와 국제적인 관계를 맺고자하는 국가들이 

해당 실체에 대해 일정 요건을 관행적으로 요구했었을 뿐이다. 이러한 

관행이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

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에서는 국가를 항구적 인구, 한정적 역 및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실체라고 규정하고 있다.29) 

2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27)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8)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Danzig(Danzig Railway Officials), 

PCIJ Ser. B. No. 15(1928)

29)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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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역(territory)

국가 역이란 국가가 유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한다. 국가

역은 토․ 해․ 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역은 국가의 구성요소

로서 또는 국가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존립의 기초가 된다. 국내법

상으로는 역의 보전이 중요시되는 한편 국제법상으로는 각 국가의 타

국가에 대한 역불가침의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국제연맹규약에도 “연

맹국은 각 연맹국의 역보전 및 현존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이를 옹호할 것을 약속한다.”30)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헌장 역시 “모든 연합국은 어떠한 국가의 역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서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야 한다.”31) 

라고 규정하여 국가 역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역은 어떤 

경우에는 증감하나 그것은 결국 토의 변경에 귀착한다. 그 원인으로는 

할양․병합․정복․선점 등이 있다.

▶  토

한 나라 주권이 행사되는 땅, 토란 단순한 지역적 의미나 지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주권과 결부된 법률적 개념이다. 토라고 할 때 국

경안의 지표면만 아니라 지하까지 포함된다. 어느 정도의 지하가 토가 

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준은 없다. 단지 토의 한계는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는 국가 역에서 

기초가 된다. 일정한 범위의 바다나 하늘도 토와 잇닿아 있어야 해, 

공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땅과 분리된 공, 해란 성립되지 않으며 

그것들은 공역으로 된다. 토는 국가의 형성, 존재, 발전에서 매우 중요

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이다. 토는 국가의 형성, 존재, 발전에서 인적요

소인 국민의 생활거점이며 물질적 요소인 자연자원의 원천이다. 국제법

상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토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자원을 개

발, 가공, 이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30) 국제연맹규약 제10조

31)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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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은 토와 수의 수직상공이다. 공의 한계선은 육지국경선 및 

바다국경선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공의 한계선확정문제는 제기

되지 않으며 다만 공의 높이문제만 제기된다. 아직까지 공높이에 대

한 통일적인 국제적기준은 없으며 우주공간 아래부분을 매개국가의 공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할 뿐이다. 공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따라서 공에서 다른 국가들의 비행기나 비행물체들의 자유

비행은 물론 무해비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기나 비행물체들이 다른 국

가 공으로 비행하려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도 비행국간, 비행고도, 국경통과질서, 이착륙질서, 

무전송신기이용질서 등 공국가가 제정한 모든 공제도를 지켜야 한다. 

▶  수

한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수역. 수는 국내수역(내수)과 해로 구성

된다. 국내수역은 한 국가 토안에 있거나 그에 잇닿아 있는 강, 호수, 

운하, 만수역, 항구수역, 해기선안쪽에 있는 연안바다수역이다. 국내수

역에서 외국배들의 항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해항에서 타국 

상선들의 항행이나 국경선에 위치한 강, 호수에서 인접국가 배들의 항행은 

인정된다. 또한 두나이강이나 니제르강과 같이 국제수로로 선언된 강인 

경우에는 그것이 토내부로 흘러도 거기에서 비연안국상선들의 항행이 

허용된다. 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일정한 너비의 연안바다이다. 

1982년 제3차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매개 해양국가들은 12해상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너비를 정할 수 있다. 현재 세계대다수 

해양국가들은 해너비를 12해상마일로 하고 있다. 해에서는 외국배들

의 자유항행이 금지되며 무해통항권만이 인정된다.

▶ 국 경

한 국가의 역을 다른 국가의 역이나 공역과 나누는 경계선을 말하

는 국경은 자연지형지물 또는 인공적인 표식들에 의한 실제적경계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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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공중에서와 같이 실제적인 표식물이 없이 실정되는 가상적경계선

으로 표시된다. 국경은 주권국가의 지역적한계를 표시하는 법적계선으로서 

중요한 정치법률적 의의를 가진다. 국경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선이 아니

라 토를 보장하는 경계선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가들의 

접촉선이라는데로부터 그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 국경분쟁

현존 국경선을 두고 이해관계와 주장을 달리하는 인접국가들사이의 다툼. 

매개 국가는 그 존립의 기초인 토를 가지고 있으며 토는 국경선에 

의해 한정된다. 국경선은 국가들의 역을 확정하는 경계선인만큼 매개 

국가들은 그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세계대다수의 국가들에는 

역사지리적으로 형성된 국경선을 법률적으로 고착시킨 국경선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들의 국경선은 명확치 못하거나 외적요인에 의해 

변경되거나 불합리하게 된것도 있다. 그리하여 국가들간에는 국경문제를 

두고 논의하게 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충돌이 일어난다. 

▶ 국가의 분리

한 국가가 둘이상의 나라로 갈라져 여러개 나라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의 분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특별히 문제로 되는 것은 계승 및 상

속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 창설된 국가들이 종전국가의 지

위를 그대로 계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토분할, 국민관할, 재산

분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종전국가가 체결한 일체의 조약들의 승계여

부, 국제기구회원국자격의 승계여부, 종전국가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관

계의 상속여부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한 국제조약상 규범은 아직 없으며 분리되는 나라들 사의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역분할에서는 종전국가의 창설이전의 

역 또는 전통적인 역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관

할에서는 새로 형성되는 국경선이내의 국민들을 새로운 국가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별적 국민들이 분리당시의 거주지에서 이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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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국내재산

과 해외재산 그리고 종전국가가 가지고 있던 일체 채권의무들을 당사국

들과의 합의에 따라 분배,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종전국가가 체

결한 일체 조약들에 따르는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모체국가 또는 어느 

한 나라가 계승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종전국가가 가지고 있던 

국제기구회원국으로의 자격은 분리되는 모든 국가들이 각각 승계하는 것

이 일반적 관례이다.

▶ 문명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하면서 문명국(civilised 

nations)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국가를 문명국과 그렇지 아니한 국가로 나누어 오직 소위 문명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만이 재판규칙이 될 수 있다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주권평등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어떠한 

국가도 타국을 문명국과 비문명국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하면서 문명국을 법치주의국가로 이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나 이

미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 레바논출신의 Frouad Ammoun 판사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들에서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구

분은 하나의 보편국제법을 주창했던 국제법의 창시자들(예컨대, Vittoria, 

Suares, Gentilis, Pufendorf, Vattel 등)도 몰랐던 것으로서, 이것

은 소수 서유럽국가들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확립하던 

과거 식민지시대의 유산이라고 통박하 던 것이라며 ‘문명국(civilised 

nations)’이라는 표현을 비판한 바 있다. 

(2) 국가의 용례

국가를 표현하는 용어로 state, nation 등이 있으며 특별한 용례는 

없다. 단지 국가가 조약 또는 국제기구의 당사자로서의 의미로는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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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원국이라는 의미로 party, member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조약의 체결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각 단계별로 불리는 호칭이 다른데 이

는 다음과 같다.

▶ 교섭국(negotiating state)32)

교섭국이라 함은 조약문의 작성과 채택에 참여한 국가를 말한다.

▶ 체약국(contracting state)33)

체약국 또는 조약체결국이라 함은 -조약의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조

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를 말한다. 조약의 구속적 동의를 받기

로 한 표현으로는 양자조약의 경우 문서의 교환, 약식조약에 있어서는 서

명, 가서명, 조건부 성명, 정식조약에 있어서는 비준, 개방조약에 있어서

는 가입등이 있다.

▶ 당사국(party)34)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하 고 또 그에 대하여 조

약이 발효 중인 국가를 말한다.

▶ 제3국(third State)35)

제3국이라 함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지칭한다.

※ 이들의 구별 실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사국과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과의 구별은 조약은 제3자효가 없음으로 조약의 효력과 관

련 차이가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교섭국과 체약국은 조약의 

구속적 동의를 하 는가의 여부로서 구별이 되고 나아가 유보의 이의

제기권과 관련 조약의 채택과 인증을 하고 구속적 동의표시를 다한 국

3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e)호

3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f)호

3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g)호

3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h)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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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아직 구속적 동의표시를 하지 않은 국가에도 특정국이 행한 유보

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란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국가 상호간의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간, 혹은 국제기구 상호

간의) 상설결합체를 말한다36).

국제합의에 기초한 국제협력체로서의 국제기구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기관을 갖추고 회원국에게 적용할 규범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관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

(Assembly), 일부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Governing 

Body) 및 기구의 속성을 상징하는 사무국(Secretariat) 등 세 기관

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 자신의 사법기관을 보유하기도 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또는 International Body를 해석

하는데 있어 국제조직이라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국제기구가 사용된

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여 

국제조직이라는 용어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번

역본들은 모두 국제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20세기 동안 급격히 늘어왔다. 국제기구는 공적 국제기구로 

한정되고,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배제하

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적 기업도 구분되어야 한다. 

▶ 비정부간기구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사적 국제

기구 또는 국제사기구(priv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공동체 주변에는 현재 많은 비정부국제기구(혹은 국제민간단체)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NGOs)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가

3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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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가들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국적을 달리하는 사인 또

는 사적 단체들의 국제적 차원의 항구적 결합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

서 그 구성에 있어 국제적이긴 하지만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

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될 따름이다.

국제기구는 보통 창설회의에서 창설목적과 활동원칙 및 운 절차들을 

규정한 다자조약이 체결되고 그에 기초하여 설립된다. 국제적으로 국제

기구를 구분하는 통일적인 기준은 없으나 그의 구성원자격, 창설목적 및 

활동내용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기구(참가구성원의 자격에 따른 구분) 

정부간기구는 주권국가가 그 구성원으로 되며 기구회의에는 국가의 전

권위임을 받는 공식대표가 참가한다. (예, 국제연합) 

비정부간가구는 국가, 사회단체 또는 개별적 인사들이 그의 구성원으

로 되며 여기에서는 해당 국가 및 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개별적 인사들

이 대표권을 행사한다.

▶ 상설적 국제기구와 비상설적 국제기구(운 형식에 따른 구분) 

상설적 국제기구들은 책임자와 필요한 수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사무국

을 두고 그를 통하여 기구 앞에 제기되는 행정실무사무를 처리한다.

비상설적 국제기구는 상설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으로 운 된다.

▶ 일반적 국제기구와 특수적 국제기구(활동내용에 따른 구분) 

일반적 국제기구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의 여러분야에 걸쳐 공

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토의․조정하는 국제적조직이다. 

특수적 국제기구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보건 등 여러 분야가운데

서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을 토의․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이다.(예,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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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기구와 지역적기구(참가구성원과 기구활동의 범위에 따라 구분) 

세계적기구는 그 구성원들과 활동이 세계적범위를 포관하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지역적기구는 그의 성원들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게 국한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 국제기구 재정적 분담금

국제기구 재정적 분담금37)이란 국제기구회원국들이 기구운 을 위하여 

내는 자금을 말한다. 기구분담금은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징표들 즉 국민총생산액, 인구 1인당 국민소득, 수출

입총액등에 기초하여 배당된다.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에게 

배당되는 분담금의 규모는 그 회원국들이 기구의 활동에 어느 정도 향

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 국제기구상주대표부

국제기구상주대표부란 국제기구의 본부소재지에 설치된 기구 회원국들

의 대표기관을 말한다. 국제기구상주대표부의 법적지위는 해당 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전권대표라는데 있다. 국제기구상주대표부에는 두 가

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기구의 정식회원국이 파견하는 상임대표부이며 

다른 하나는 업저버 회원국이 파견하는 상임업저버대표부이다. 상임대표

부의 기능은 자기 국가와 기구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이름으로 기

구와 회담을 진행하며 기구에서 자국의 자주권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

여 활동하는데 있다. 상임업저버대표부의 기능은 자국과 기구와의 연계

를 유지하며 기구에서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기구의 활동을 조

사하여 본국에 보고하며 자국과 기구와의 협조를 도모하는데 있다. 

국제기구상주대표부는 파견국과 기구소재지사이에 외교관계가 있건 없

건 관계없이 설치될 수 있다. 국제기구 상주대표부제도는 1918년 베르

37) 국제연합헌장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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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유 평화조약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국제기구상주대표부와 그 구

성원들도 특권과 면제를 가진다.

▶ 국제기구회의, 국제회의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회의, 국제회의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특권과 면제38)란 국제기

구회의, 국제회의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과 가능

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특별한 권리와 대우를 말

한다. 국제기구주재국 또는 국제회의주최국은 대표단에게 그 활동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주재국과 기구 또는 회의

측은 대표단이 요구할 때에 합리적인 시설을 얻도록 협조하여야한다. 

대표단의 서류와 문건에 대하여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불가침이다. 

주재국은 국가의 안전상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지역을 제외하

고 대표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표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필요한 활

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재국은 대표단이 모든 공식적 

통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대표단의 공

식우편물은 불가침이다. 주재국은 대표단단장과 외교구성원들을 그 어떤 

형대로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주재국은 그들을 상당한 정도로 대우하

여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그 어떤 침해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모든 조치

를 취하고 가해자들을 판결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대표단 단장과 외교 구성원들의 개인주택은 불가침권과 보호권을 가진

다. 대표단단장과 괴요 구성원들은 주재국의 형사재판권에서 면제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민사 및 행정재판에서도 면제된다. 주재국은 

이들에게 처벌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표단 단장과 외교구성원들은 일체 세금, 개인노역으로부터 면제

된다.

대표단의 특권과 면제는 국제기구회의나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재국 역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적용되며 당사자가 이미부터 주재국

38) 국제연합헌장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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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기구 또는 회의파견국이 그의 임명을 주

재국에 통지한 때로부터 적용된다. 대표단의 특권과 면제는 당사자가 주

재국을 떠나는 순간 또는 출국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

속된다.

▶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책임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책임이란 국제기구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

하는 법적책임을 말한다. 국제기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기구의 헌장 및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이 책임은 기구회원국의 책임과 불가분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우선 회원국이 기구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국가에 

손해를 준 경우에 해당기구는 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형식으로 사죄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 회원국들이 기구의 권한을 넘어 행동함으

로써 다른 국가에 손실을 준 경우 해당 회원국이 피해를 당한 국가에 손

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 손해를 준 경우에 기구

와 회원국이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39)란 국제기구와 그 공무원들 및 회원국 상주

대표부에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말한다.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어디

까지나 정부간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를 말한다. 지금까지 비정부간 국

제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법적 규범은 없다. 정부간국

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국제법적 규범은 1946년 2

월 13일에 채택된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1947년 11월 21

일에 채택된 전문기구들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있다. 유엔의 특

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유엔헌장에 기초하여 채택되었다. 유엔전문기

구들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정부간 국제기구들의 법적지위와 함

께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적 문

건이다.

39) 국제연합헌장 제105조 제1항



Ⅳ.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60

본 협약에는 임의의 국가가 자국 토에 본부나 지부를 둔 임의의 전문

기구에 이미 제공하 거나 앞으로 체공할 특권과 면제를 제한 및 침해하

지 않으며 또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해당 전문기구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허용된 특권과 면제를 확대 또는 제한하거나 협약에 규제된 

사항들을 보충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다. 본 협약은 개별적기구들이 규정한 임의의 규정들과 전문기구

가 소유, 취득 및 접수할 수 있는 임의의 권리와 의무들을 방해하지 않

는 방향에서 적용된다. 이 협약은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대표부 및 대표

단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다만 

전문기구회원국 대표들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서만 규제하 을 뿐이다.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에는 기구기관들의 특권과 면제, 국제공무원들의 

특권과 면제가 속한다. 국제기구기관들의 특권과 면제는 기관건물의 불

가침, 기관문헌 및 문건들의 불가침, 통신 및 서신거래의 불가침, 세금 

및 관세의 면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4) 주요 국제기구

▶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란 국제연맹의 뒤를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명칭은 유엔헌장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유엔본부를 가

리키나, 그 소속전문기구를 포함한 유엔가족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유엔의 조직체로서의 성질은 지금까지의 가장 진보한, 가장 일반적이고

도 포괄적인 국제기구임과 동시에, 주권국가의 집합체이며 각 가맹국의 

주권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제도를 예외로 하고 모두 평등하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국가와 같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다. 

▶ 국제연합의 성립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소 3국외상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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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개국에 중국을 더한 4개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모

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세계적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모스크바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기구 설립에 대한 연

합국 입장을 밝혔다. 1944년, 미국의 덤버튼 오크스제안이 나왔다. 이

것이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었으며, 오늘날 유엔헌장의 원안

이 된 것이다. 

1945년 2월, 미․ ․소 3개국 수뇌가 모인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방법과 신탁통치제도 등의 미결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졌다. 동년 4월, 50개국의 대표를 모은 연합국 전체회의가 샌프란시

스코에서 열려, 2개월에 걸친 심의를 거쳐, 덤버튼 오크스제안을 수

정․추가하여 헌장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은 동년 6월 26일 50개 

전참가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발족

하게 되었다. 발족시 가맹한 나라를 원가맹국이라고 하는데, 전부 51개

국이다. 

▶ 국제연합 발족시의 특징

유엔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구연합국 중시사상이다. 원가맹국 중에

서도 5대국(미․ ․소․중․프)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특권(거부권)이 

부여되어 특별취급받았다. 

둘째 특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51개국이라는 다수국가가 가맹하 다

는 점이다. 

셋째 특징은, 국제연맹의 교훈을 살려 그 결점이었던 유럽적인 성격, 

즉 가맹국의 유럽중심주의, 활동의 법률주의나 절차편중을 배제하고, 보

편적 가맹, 실제적 처리를 중시하여,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원칙으로 바

꾸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연맹이 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것에, 

경제․사회․인권 등의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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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Principal Organs)

유엔은 6개의 주요 기구로 되어 있다. 총회, 안전보장․경제사회․신

탁통치의 3개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이 그것이다40). 유

엔은 이들 주요기관 외에 보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국제연합 총회(General Assembly)

총회란 주요 기관 중에서 최고의 기관을 말한다. 유엔기능전반에 걸쳐

서 토의하고, 가맹국,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41). 총회는 전유

엔가맹국으로 구성한다. 또 총회의 결정은 출석․투표하는 구성국 과반

수로 하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다수로써 한다. 총회(통상

회기)는 매년 1회(9월의 셋째 화요일부터) 열게 되어 있으나, 필요하면 

특별총회도 열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요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 을 때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가맹국의 집

단적 조치를 호소하기 위해 총회 회기중이 아닌 때에도 안전보장이사회

의 요청(9개 이사국의 다수에 의한)이나, 가맹국요청(과반수에 의한)이 

있은 다음 24시간 이내에 긴급특별총회를 열 수 있다. 특별총회는, 자원

과 그 개발에 관한 제6차특별총회(1974년 4월), 군축특별총회(제1차 

1978년 5월, 제2차는 1982년 6월) 등의 중요한 것이 열렸고, 긴급특별

총회는 수에즈전쟁(1956), 콩고동란(1960),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을 맞아 신속히 열렸다.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해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수락․이행하여야 하므로, 

40) 국제연합헌장 제7조

41) 국제연합헌장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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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보다 권한이 강력하다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

․러․프․중)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이나 재선 불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차사항의 결정은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

성투표를 요하며, 그 밖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국 이상의 찬성투표를 요한다42). 따라서 실체적 사항 결정에서 상임이사

국의 반대투표는 거부권 행사가 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궐석

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보건적 국제문제에 

대해 연구․보고․발의를 하고, 총회․유엔가맹국․관계전문기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43). 이 밖에 전문기구(Special Agencies)와의 연대관

계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그 활동을 조정한다. 또, 민간단체

(NGO；비정부조직)와 협의하고, 이를 위해 결정권한도 갖고 있다. 이

사회는 54개 가맹국(처음에는 18개국)으로 구성하며 그 결정은 출석․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44). 

▶ 국제연합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통치국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45). 

이사회는 ①신탁통치지역의 시정담당 가맹국 ②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으로서 시정권자가 아닌 나라 ③총회에 의해 3년 임기로 선출된 그 

밖의 가맹국(그 수는 ①해당국의 수에서 ②해당국 수를 뺀 것)으로 구성

된다. 처음에 11개 있었던 신탁통치지역도 대부분 독립했기 때문에, 그 

임무는 거의 완수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를 폐지하든가 인도(人道)이

사회와 같은 다른 목적의 이사회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요망이 나와 있다. 

42) 국제연합헌장 제23조

43) 국제연합헌장 제62조

44) 국제연합헌장 제67조

45) 국제연합헌장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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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이어받은 것

으로, 15명의 재판관(임기 9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

관이다. 이 재판소는 유엔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국제사법재판

소 규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유엔가맹국은 

이 규정의 당사자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6절 ‘국제법상 분쟁의 사법적 해결’ 부분에서 더 자세

히 다루기로 한다.

▶ 국제연합 사무국(Secretariat)

사무국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

라 총회가 임명한다)을 장으로 하는 사무적․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다. 사무총장은 각 회의에 출석하여 위탁된 임무를 수행하고, 연차보고 

작성 등의 사무기능을 통솔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하거나 총회에 연차보고를 하는 등 

그 정치적 기능 때문에 유엔의 총리대신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기관이

다. 역대 사무총장 취임자는 T.H. 리․D. 하머슐드․우 탄트․K. 발트

하임․J.P. 케야르 등이다. 사무국 직원은 국제직원이며, 지역별 균등한 

임용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직원수의 저율(低率)이 문제로 되어 있다. 

▶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in)

1950년 11월 3일 유엔총회 제5차 회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문제

를 토의하고 국제연합총회결의 377(V)로서 채택된 결의로서 소위 통합

결의라고도 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지 못하여 ‘국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주요책임46)’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 총회가 일정의 집단적 조치47)를 취할 수 

46) 국제연합헌장 제24조

47)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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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한 결의이기 때문에 당시의 동국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아티슨 결의’라고도 한다.

결의에서 규정한 첫째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저촉되는 긴급사

태가 발생하 을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행사로 그 문제에 대한 결

의나 조치도 강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유엔긴급특별총회를 열고 회의에

서 침략의 방지와 관련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평

화에 대한 위협, 파괴를 현지에서 감시하는 현지시찰위원회와 집단안전

보장조치강구문제를 연구하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

째 문제는 유엔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권고하는 나라의 군대들을 

군사행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둔다는 것 등이다.

이 단합결의에 기초하여 1956년 11월 이집트문제와 마쟈르사태와 관

련하여 유엔긴급특별총회가 처음으로 열렸으며 그 후 레바논문제, 콩고

문제, 수차례의 중동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 팔레스티나문제, 나이비아

문제, 아프리카에서 종족분쟁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10여차의 유엔긴급

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

회가 채택하는 결의와 결집결의사이에는 그의 법적효력면에서 차이가 있

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의무성을 띤 결

의라면 긴급특별총회결의는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다.

‘평화를 위한 단합결의’는 계속되는 경우 국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국제긴장을 관찰하고 권고하는 ‘평화관찰위원회’(14

개국으로 구성), 총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가입국이 취한 조치를 조정하

기 위한 ‘집단적 조치위원회’(14개국으로 구성)를 설치하 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 

▶ 국제연합의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48)

총회 및 각 이사회는 보조기구 설치가 인정되어있다49). 보조기구 총수

는 113개이며, 그중 총회가 설치한 것 64개, 안전보장이사회 설치 하부

기구 12개, 경제사회이사회 설치 위원회 37개를 헤아린다(1982). 총회 

48) 국제연합헌장 제22조

49) 국제연합헌장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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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개발회의(UNDP),유엔훈

련조사연구소(UNITAR) 등이 있고, 안전보장이사회 관계로는 유엔평화

유지활동이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 관계로는 유엔환경계획, 권위원회, 

각 지역경제위원회 5개 기구 등이 있다. 이들 확충된 유엔기구의 활동을 

조종하기 위하여 조정을 위한 행정위원회(ACC) 등을 설치하여 조정에 

힘써 왔으나, 모두 충분한 효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 국제연합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전문기구란 국제연합과 협력관계를 갖지만 법적으로는 국제연합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국제법 주체를 말한다50). 국제연합헌장은 그 일반

적 목적의 하나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갖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규정함51)과 

동시에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의 제9장 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보건적 국제문제와 관계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적 및 교

육적 국제협력’의 촉진을 그 구체적 목적의 하나로서 규정하 다52). 그

러나 이상과 같은 전문적 분야의 모든 역에서 국제연합 자신이 구체적

인 문제의 해결과 협력의 촉진을 하는 것은 실제상 곤란하고 효율적이지

도 않다. 따라서 국제연합헌장은 이와 같은 전문적 분야를 임무로 하는 

다른 국제조직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정부간의 협력에 의해 설치된 

각종의 전문기구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및 보건적 분야 그리

고 관계분야에서 그 기본적 문서로 정함으로써 넓은 국제적 책임을 갖는 

것’은 헌장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연계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여 국제연합과 연계관계를 갖는 기관을 ‘전문기구’라

고 한다53).

국제연합과 전문기구간 연계관계의 내용을 정한 협정(제휴협정)은 국

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와 전문기구간에 체결되고 국제연합총회가 그 

50) 국제연합헌장 제57조 

51)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3항

52) 국제연합헌장 제55조 (b)

53) 국제연합헌장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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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한다54). 국제연합은 전문기구의 정책 및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권고하고55), 새로운 전문기구의 설립을 위해 관계국간의 협상을 발의하

지만56), 실제로 전문기구 활동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사회이사회

로57) 전문기구와 경제사회이사회간에는 서로 대표자를 파견하는 것이 예

정되어 있다58).

전문기구는 연혁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성립한 국제행정연합을 그 원

류로 하는 것이 많고(ITU, UPU, WIPO 등) 또한 ILO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발족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들의 조직도 국제연합과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전문기구로서 다음의 16개가 있다. 즉,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만국우편연합(UPU). 국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

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세계기상

기구(WMO),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국제금융공사(IBRD), 국제

통화기금(IM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회의(IDA), 국제연합공

업개발기구(UNIDO)이다. 그 외에 국제연합과 일정의 협력관계를 갖는 

전문기구 유사의 조직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다. 또한 연혁

적으로는 가트(GATT)와 그것이 개조된 세계무역기구(WTO)도 이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전문기구는 아니다.

Organ과 Agency를 기관이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Organ은 기

관으로 Agency는 기구로 번역하는 것이 통례이다.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전세계적으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국제연

합(UN)의 특별기구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만들어졌으며 

54) 국제연합헌장 제63조 제1항

55) 국제연합헌장 제58조

56) 국제연합헌장 제59조

57) 국제연합헌장 제63조 제2항

58) 국제연합헌장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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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13항(노동)에 따라 국제연맹(LN)에 속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국제연합이 설립된 뒤 1946년 특별기구

로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가입했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

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설립을 촉진한다. 노

동통계자료를 모으고 국제경쟁, 실업과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변화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제적인 계절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조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정책 결정

에서 노동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으며 이밖에도 전세계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들 및 ILO 자체 요원들이 끊임없이 의견교환

을 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69년 폭넓고 건설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ILO는 설립 뒤 첫 10년간 무엇보다도 

입법활동과 인구사업, 회원국들이 채택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노동법 

기준을 정하고 발전시키는 사업과, 노동자․사용자․정부대표․ILO 사

무국요원들 사이의 협력을 중재하는 사업 등에 힘을 쏟았다. 1930년대

에는 세계적으로 실업과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ILO가 내놓은 제안은 너무 시대에 앞서 있어 각국 정책결

정자들이 받아들여 시행할 수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식민지에 기반을 둔 유럽 제국주의가 무너

지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독립국들의 요청에 따라 ILO는 새로운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선진 유럽국가가 대부분이던 회원국 상황이 새로이 독립

된 제3세계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

부간 국제기구 가운데서 ILO는 회원국 대표가 그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용자․노동자 대표들 특히 노동조합 대표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1989년대 중반까지 15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해 있다.

각국 대표들은 매년 열리는 국제노동회의에 참여한다. 집행기구는 정

무국이며 이 회의에서 임원을 뽑는다. 종신서기와 전문요원들로 이루어

진 제네바 주재 국제노동사무소에서 ILO의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사무

소는 선임된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사무관과 기술지원전문가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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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에 두어 일하게 한다. ILO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은 자체 

내에서 발간되는 <간행물목록 Catalogue of Publications>의 최근호

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월간 <국제노동평론 

International Labour Review>과 <노동통계연감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이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

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

족했다. 모든 사람의 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

배 능률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

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세계농업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와 각종 기술원조 계획을 

이행하고, 식량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하며, 식량의 

부족과 잉여에 관해 세계적 규모로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더불어 식량이 풍부한 지역의 과잉식량을 모아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

는 지역에 분배하는 WFP(World Food Program:세계식량계획)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며 정책과 기획에 관

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논의

하는 중립적인 장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 가장 큰 기구로서, 본부 인원 2,300명 외에도 

세계 각지의 현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2,000명의 스태프가 있다. 최고

집행기관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계획․재정․헌장 및 

법률문제․상품문제․수산․임업․농업․세계식량안보 등 8개 위원회가 

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2년마다 소집되는데, 식량과 농

업상태와 FAO의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며, 3년 임기로 

순환되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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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으로 국제포퓰러위원회(International Popular Commission: 

IP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IPFC)․

국제미곡위원회(International Rice Commission:ICRC) 등이 있다.

회원국은 2002년 현재 183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1953년에 ‘FAO와 대한민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약칭은 WHO이다. 1946년 61개국의 세계보건기구헌장 서명 후 

1948년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 다. 1923년에 설

립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산하 보건기구와 1909년 파리에

서 개설한 국제공중보건사무소에서는 약물을 표준화하고, 전염병을 통제

하며 격리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WHO에서는 이 업무를 이어받아 세계 인류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최

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중앙검

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의 일을 맡아본다. 

헌장에서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에 관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WHO는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적․조정적 기구의 성격을 띠며, 주요사업

은 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기술사업과 각 지역 사무국을 중심으

로 한 각국에 대한 기술원조로 나누어진다. 

주요기관으로는 총회․이사회․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주요정책의 결

정 기관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회는 30여 명의 보건전문가로 

구성되며 3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사무국은 전세계에 설치된 지역사무소

와 각 분야별로 행정요원들이 활동한다. 그밖에 전문가자문부회․전문가

위원회 및 세계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지역사무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

가 있다. 재정은 회원국 정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91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 제2차 로마 총회

에서, 북한은 1973년에 가입하 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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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

국경을 초월하여 우편물의 교환을 원활히 하여 세계의 경제․문화 교

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1874년 

스위스 베른에서 22개국의 대표가 모인 국제회의 때에 발족하 다. 한국

은 1897년에 가입하 다. 1991년 현재 회원국은 167개국이며, 사무국

은 베른에 있다. 회원국은 5년에 1회 우편대회를 개최하여 우편에 관한 

조약을 심의․개정한다. 우편연합의 주요기관으로는 연합의 활동을 계속

적으로 행하기 위한 집행이사회, 각국의 국내우편사업을 개선하기 위하

여 가맹국의 공동연구를 위한 우편연구 자문위원회가 있다. 기관지《유

니언 포스털：Union Postal》(월간)이 발행되고 있다. 1994년 제21

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라고도 한다. 1945년 11월 국과 프랑스의 공동주체로 런던

에서 열린 유네스코창설준비위원회에서 44개국 정부대표에 의해 유네스

코헌장이 채택되었으며, 1946년 11월 20개 서명국가들이 헌장비준서를 

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최초의 국제연합전문기구로 발족했다.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보호와 창의

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정보학의 기반구축에 활동목표를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분야 :문맹퇴치, 초등의무교육의 보급, 난민교육 등, ②과학분야 :

생물학․해양학․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정보교환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분석, 개발도상국의 통신설비․정보

시설 지원, 언론인을 육성 지원 등, ③문화분야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

치 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수 지원, 세계 각국의 독자성 있는 전통

문화 보존지원, 세계 각국의 문학 및 사상에 관한 문헌의 번역소개 등이다.

이밖에 라디오․텔레비전․ 화의 개발 보급, 출판기술의 향상, 우주통

신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의 보급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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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용 자재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쿠폰제도’를 운 한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보조금의 지

급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구로는 총회․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회원국 전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2년에 1회씩 약 1개월에 걸쳐 

개최된다. 주요 임무는 집행위원회위원의 선거, 사무국장의 임명, 가입의 

승인, 유네스코의 정책․사업계획․예산의 심의와 의결, 국제조약 및 권

고의 채택 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58명으로 구성되며 임

기는 4년이다. 매년 2회 이상 소집되며. 주요 임무는 총회 의사일정의 

준비, 총회에서 채택한 사업의 실행 및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는 외에 사

무총장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임명하게 한다.

사무국은 임기 6년의 사무총장 지휘 아래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사

항들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파리 본부와 세계 각지에 설치된 지역사무처 

및 각종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본부의 직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집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2,200명에 달하며, 60개국의 지역사무처에는 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며, 전반적인 활동에 관해 보고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

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회원국은 188개국이며, 6개의 준회원국이 있다. 준회원국은 총회의 투

표권이 없고 이사회의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점 외에 회원국과 같은 권한

을 갖는다. 한국은 1950년에 가입했고, 1987년 제24회 총회에서 집행

위원국에 선출된 바 있다. 또한 1995년에 종묘, 불국사 석굴암, 팔만대

장경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에 강화군․화순군․

고창군의 고인돌과 경주유적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약칭은 ICAO이다.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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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시카고에서 52개국 대표가 모여 설립을 결정한 국제민간항공

조약(시카고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47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

사회 산하 전문기구가 되었다. 국제민간항공 운송의 발전과 안전의 확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의 실현, 항공기 설계․운항기술 발전 등을 주

요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항공기․승무원․통신․공항시설․항

법 등 그 기술면에서의 표준화와 통일을 위해 연구하며 그 결과를 회원

국에 제공한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이사회의 보조

기관으로는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운송위

원회(Air Transport Commission), 법률위원회(Legal Commission)

가 있다. 사무국은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법률국

(Legal Bureau)의 5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회는 통상 3년마다 열린다. 한국은 1952년에 가입하 으며 2001년 

10월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2004년 1월 현재 가입국은 188개국이며,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약칭은 IFC이다. 1956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자매기관으로 IBRD 가맹국은 가입할 수 있다. 개

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의 발전과 민간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여 세계

은행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부의 지불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IBRD를 보완해 준다.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융자해주고 주식에도 투자한다. 융자 기간은 7∼

15년이며, 이자는 6∼7%이다. 융자 금액은 적지만 담보가 없어도 융자

를 해주어 민간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연장해주며 금리도 위험성, 수익성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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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공업, 금융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아시

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 다. 투

자와 융자 실적은 라틴아메리카 쪽이 60% 정도로 많았으나, 1989년 폴

란드에 투자와 융자를 하여 동구권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

다. 

가맹국들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총회와, 세계은행의 이사, 이사 대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총재는 IBRD 총수가 겸하고 있다. 한국은 1964

년 3월에 가입하여 1960∼1970년대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가입국은 

2001년 현재 175개국이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

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①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

에 기여하고 ②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저개발

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가맹국에

의 주식할당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세계은행채의 발행으

로 조달), 투자이윤 등으로 이루어지며 예금은 없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5~6%의 이

율로 융자조건이 엄격해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융자를 받

기 위한 조건은 ①차입자가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가능해야 하고 ③정부 이외의 차입자

에게는 정부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구는 총회․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는 최고 의

사결정기관으로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

되며, 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IBRD 협정에 의해 총회 전권사

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총재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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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2004년 현재 184개국(IMF 회원국은 자동가입)이며, 한국

은 1955년에 가입하여 1970년 대표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제40차 총

회는 IMF 총회와 합동으로 198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IBRD를 비롯해 IBRD의 융자대상이 안되는 개발계획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해주는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국제개발협회)와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국간 투자보장

기구) 등을 합하여 세계은행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엔전문기구로서 1944년 7월에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론우즈에서 

체결된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1945년 12월에 창설되어 

1947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 다. 국제통화기금의 설립목적은 표면상

으로 국제통화문제와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 국제무역의 “발전”을 보장

하는데 있다. 지금의 운 자금은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흡수한 차입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금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운 되고 있으며, 결의권은 매 회원국들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기능의 하나는 각국의 통화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달러의 금교환성에 의하여 달러를 국

제기준통화로 할 때에는 매개 국가 통화가 회원국들의 협정에 기초하여 

설정된 고정평가 즉 달러와 금에 의하여 동시에 표시되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달러의 금교환이 중지된 이후부터 매개 국가의 통화시세는 

화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되는 변동시세

제에 기초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주요기능의 다른 하나는 회원국

들 가운데서 국제수지의 적자가 늘어나고 외화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대부의 방법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며, 또한 발전된 국가들은 통화의 교

환가능성을 가지고 자기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와 자유롭게 교

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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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금의 생산과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국제수지, 대외투자, 국민소

득, 물가지수, 환율, 환자관리조직, 청산협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금의 주요기관으로서는 총회, 총무회, 이사

회, 전무이사, 잠정위원회가 있다. 총회는 회원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연 1차 소집된다. 여기에서는 기금의 활동정형을 총화한다. 총무회는 기

구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매 회원국들이 임명하는 총무 1명과 그 대리인 

1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과 회원국들의 제

명을 승인하고 할당액의 조정과 특별인출권의 분배, 분배율 결정 등의 

중요한 문제들의 협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총무회 사이에 기금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가장 많은 출

자금을 내는 6개 국가가 선출하는 6명의 임명이사와 총회에서 선거되는 

18명의 선임이사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총무회의 결정과 관련한 문제들

을 수시로 협의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무이사는 기금의 직원들의 책임

자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그에 대해 책임진다. 감정위원회

는 자문기관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출자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의하여 중심운 이 되고 있다. 회원국은 181개국(1996

년)이며, 본부소재지는 미국의 워싱턴이다.

이하의 기구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나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함

께 설명한다.

▶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연합총회 아래 설치된 준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에 미국의 드

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엔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국

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

일 헌장 발효로 IAEA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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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유엔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직접적 연관

을 가지고 활동하며, 보고를 제출한다. 

원자력이 세계평화․보건․번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발도

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문

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물질․설비․시설의 제공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과학자․전문가의 교환이나 훈련을 

장려한다. 

또 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것

의 적용을 제시한다. 그 밖에 핵에너지의 개발, 의학․농업․수자원 및 

산업에 있어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학

금․훈련과정․회의․간행물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핵

위험성의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활동을 한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NPT(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

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이사회․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연 1회 소집되

며, 모든 회원국은 각 1표를 가진다. 의결은 회원국의 과반수 다수결로 

처리되나, 규정의 개정 및 회원정지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의 2/3 다수결

을 요한다. 이사회는 지역적 안배와 기술전문성에 따라 지명 또는 선출

되는 3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임명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소집된다. 

그 밖에 운 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원자력시설

안전위원회․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

개발위원회․원자력과학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그룹 등 

8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 국제원자력 관계 정보유통시스템으로서 INIS 



Ⅳ.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78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국제원자력정보시스

템)을 운 한다.

한국은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특히 북한

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

렸다가, 19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되었다. 2002년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고 국

제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본부는 오

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

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기존 특혜관세제도(

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

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

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

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95

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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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4월 12~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UR각료회의를 끝

으로 지난 1986년 9월 15~2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출범하여 

7년 반을 끌어온 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선언 채택,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

에 서명식을 가졌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

속력을 행사한다. 

전세계 125개국(GATT 가입국인 123개국 포함)의 대표가 참가하 다. 

WTO는 과거의 GATT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하여 세계교역증진을 목표로 한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가 하나

의 규범인 WTO협정과 하나의 기구인 WTO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무역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

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WTO설립협정 제1조에 

의해 설립된 WTO는 제8조 1항에 의해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

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WTO협정당사국들은, ①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회원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증진, ②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

모하되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 

허용, ③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

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④통합되고 자

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구축, ⑤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원칙의 보존 

및 목표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WTO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

쟁해결 관련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수자간(數者間) 무역



Ⅳ.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80

협정을 구성하 다. WTO 초대사무총장에는 이탈리아의 L.루지에로가, 

사무차장에는 한국의 김철수(金喆壽)가 각각 선출되었다.

cf. DSB [dispute settlement body]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구)

국제간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설

치된 국제분쟁해결기구이다. dispute settlement body의 머릿 자를 

딴 것으로 WTO분쟁해결기구라고도 한다. 무역 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

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1995년에 출범하

으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에 따라 각종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킨 것으로, 전문가 3∼5

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무역분쟁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항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리는 

7명의 패널이 담당한다. 심사결과 패소하면 패널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

치를 해야 하고, 만약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분

쟁과 동일한 분야의 제재가 취해진다. 

▶ 유엔통행증

유엔직원들의 여행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이 발급하는 증명

서, 유엔의 특권과 특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회원

국들은 유엔통행증을 소유하고 유엔의 공무로 진행하는 사람의 여행을 

신속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유엔통행증을 가지고 있으나 유엔의 

용무가 아닌 다른 일로 여행하는 사람은 유엔통행증을 사용할 수 없다. 

유엔의 용무로 유엔통행증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무총장, 사무차장들과 

부장들은 외교대표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는다.

▶ 거부권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토의된 의안에 대한 반대투표로 

그의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부권은 수많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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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중에서 오직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만 부여된 특수한 권

리이다. 유엔헌장 제27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표결문제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규정하 다. 제2항은 ‘체결상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 그리고 제3항은 ‘그 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전체 상임이사국의 동의표결을 포

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에 절차상 문제와 비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유엔창립대회때 대국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서 절차규정채택, 의장선거, 이사회개최시기와 장소, 보조기관설치, 분쟁

당사국참가권고, 분쟁이나 사태에 대한 토의문제와 시기선정문제를 절차

상 문제라고 하 다. 따라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모든 권고

와 결정들이 회원국의 가입과 탈퇴, 안정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 사무

총장선거 등 모든 선거와 관련한 권고는 비절차상 문제 즉, 기본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 가결시에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행

사될 수 있다. 즉 5개의 상임이사국들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채택되지 못한다. 거부권제도에서 결석과 기권을 거부권행사로 보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헌장 제27조3항에서 ‘전체상임이사국들의 동의표

결...’이라고 한 표현에서 전체란 바로 5개상임아사국을 말하며 동의표결

이란 그들이 다 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결석과 기권은 헌장

의 요구에 비추어보면 거부권행사로 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의 타협으로 결석과 기권을 거부권행사로 보지 않고 투표에 참가하여 반

대한 것만 거부권행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헌장에 대한 위반이다.

▶ 결의권

국제회의에서 의안, 결정서, 권고안 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데 참가

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또는 표결권이라고도 한다. 결의권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인정되고 행사되며 박탈되는가 하는 것은 매개 국제기구헌장

이나 규약에 밝혀지게 된다. 결의권은 일반적으로 정치적국제기구들에서는  

매개 국가들에 똑같은 수로 부여되고 경제적 국제기구에서는 투자몫에 

따라 차이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유엔에서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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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매개 회원국은 한 개의 결의권을 가지며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기구에 투자한 자금몫에 비례하여 결의권이 분배되고 있다.

▶ 결의안

국제회의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토의, 결정하기 위한 문건초안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에서는 해당 문제를 토의하고 그와 관련한 

결의를 채택한다. 결의안에는 개별적 나라가 단독으로 제기하는 결의안

과 몇 개국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결의안이 있다. 결의안은 표결을 거쳐 

채택되며 일단 채택되면 그것은 결의로 된다. 유엔에서의 토의되는 문제

와 관련한 결의안이 여러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첫 번째 다음

에 제기되는 것은 모두 수정안이라고 한다. 유엔에서는 관례로 마지막에 

제기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채택된 결의안이 구속력 있는 결의로 

되는가, 권고적성격의 결의로 되는가는 결의를 채택한 기구의 헌장 또는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 채택된 결의안이 구속력 있는 결의로 되는 것의 

예로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서의 결의이다.

(5) 기타 국제법의 주체

▶ 민족해방단체의 개념

민족해방단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2가지의 입장이 있다. 광의로서는, 

막연히 “일체의 형태의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에 실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피압박민족의 조직”을 말한다(구동구측,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 이에 

대해 유엔의 실행에서는 한층 엄 히 그 목적․대상을 특정하고 “국가로

서의 독립과 일체성을 구하고, 외국의 식민지적 지배, 점령 및 인종적 차

별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민족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의 

제기관이 관련 지역적 기구(아프리카 통일기구, 아랍국가연맹 등)과 협

력하여 민족자결59)과 식민지독립부여선언60)의 제원칙의 실현의 담당자

로 인정한 것에 한하여 민족해방단체의 자격이 부여된다61).

59)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2항, 제55조

60) 1960년 15회 유엔총회결의 1514호

61) 27회 총회결의 1928호, 28회 총회결의 3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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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해방단체의 국제법적지위

민족해방단체가 국제법의 당사자로서 지니는 지위, 민족해방단체를 국

제법의 당사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장래 국가를 수립하게 될 

과도적단계에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민족해방단체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한 협약은 전쟁피해자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9177

년 보충의정서 1이다. 보충의정서 1의 제2조에서는 민족해방단체도 전시

국제법의 규제를 받는 국제법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 다. 실

무적으로 유연경제사회이사회는 제63차 회의(1977년)에서 팔레스타인민

족해방기구를 자기의 보조기관인 서아시아경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

들 으며 유엔총회 제29차 회의(1974년)는 팔레스타인민족해방기구를 

유엔에 옵저버로 받아들 다. 이후부터 민족해방단체의 당사자성은 법률

적으로, 실천적으로 인정되었다.

▶ 민족해방단체에 대한 승인

 어떤 민족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창설한 합법적

인 민족대표기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승인. 민족해방단체에 대한 승인은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합법성과 해당 투쟁조직의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의 법률행위로서 본질적으로 앞으로 수립될 독립국가에 대

한 과도기적 승인이다. 민족해방단체에 대한 승인형식과 그와의 관계설

정문제는 전적으로 승인하는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다. 국가는 자기 나라

와 해당 민족해방단체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승인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민족해방단체에 대한 승인은 일정한 법률

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선 승인에 의하여 쌍방간에는 상호존중과 평등

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야에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관계가 맺

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쌍방간에는 전권대표들이 교환될 수 있다. 

▶ 반란단체

반란단체란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일정 지

역에 대하여 통제력을 장악하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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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통치조직을 갖춘,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반란단체는 

준국가 내지 국가유사단체(state-like entity)로서 단지 ‘제한된’ 그리

고 ‘잠정적’ 국제인격을 향유한다. 이처럼 반란단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마 국제인격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당해국가의 일정 토에 대해 통제

력을 장악할 것이 요구된다.

▶ 교전단체 [belligerent community] 

교전단체란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반란단체를 말한

다. 어느 나라에 정치적 반란단체가 생기고, 이 단체가 어느 지방을 점거

(占據)하여 거기에 정부(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하 는데도, 중앙정부의 

지배가 이 지방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 수립된 정부가 아직 국가승인․정부승인을 받

을 단계에 이르지 못하 을 경우, 본국 정부나 제3국(외국)이 이를 교전

단체로 승인함으로써, 교전단체는 잠정적으로 전시법규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범위의 국제법 주체가 된다. 

교전단체의 승인은 외국이 하는 경우와 본국 정부가 하는 경우의 2가

지가 있다. 외국이 교전단체의 승인을 하는 것은, 반란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 내의 자국의 권익과 자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승인을 하는 데는 반란단체가 일정한 지역을 점거하고 실효적

(實效的)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도, 그 지역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승인의 효과로서는 ①반란단체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승인을 한 나라와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지며 ②승인을 한 나라는, 중앙정부와 반란단체 사이의 

전투를 국제법상의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에 대해 중립법

상의 의무를 진다.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은 반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외국 권익의 손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하고, 인도적 입장에서 내란전투의 잔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란단체와의 사이에 국제법상의 교전법규를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효과도 이 2가지 점에 관해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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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개인은 자연인으로서 국제법상 주체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상 수동적 주체이다.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에 대한 문제는 제2차 세계대

전후에 일어난 인권의 국제화 현상으로 생겨났다. 인권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이 일정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가 직접 조약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약당사국들

이 개인에게 국내법상의 권리를 부여할 상호적 의무를 지고 있는데 불과

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에게 국제

적 기관에 대한 청원권 또는 제소권이 인정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현행 국제법상의 개인의 지위의 한계를 보면 단지 국제절차를 개시할 

권리만을 부여받고 있고, 조약상의 권리에서는 개인이 발동하는 국제적 

감독절차를 규정한 조항의 수락여부가 국가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국제

절차의 문제점(심사기관의 비사법성, 증거수집의 제약, 결정의 권고성 또는 

보고서 형식)이 있음을 들 수 있다. 개인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하여는 

전통국제법하에서부터 인정되어왔지만(piracy, war crimes, crimes 

against peace, crimes against humanity, genocide), 상설국제

형사재판소의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상설국제

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채택되어 2002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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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법의 연원과 관련된 용어

국제법의 연원이란 국제법을 제정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statements) 및 행위 즉 

관행(practice)를 통해 제정된다. 전자는 조약, 후자는 관습법이라 할 

수 있고 양자를 통해 제정된 법규가 국제법이다.

1.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개념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 또는 a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이란 몇 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국

가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관행이 관습화되고 이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

가들이 반복 이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적효력이 인정된 국제 불문법규

범을 말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 있어

서 국가들의 관행 중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 받은 국제관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란 사회생활상 반복하여 행해짐으로 인해 어느 정

도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을 구속하기에 이른 사회규

범을 말한다. 관습이 사회의 법적확신에 의해서 지지되어서 일종의 법적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르면 관습법이 되고,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

한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62) 

국제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기는 객관적 양적인 요건으로 국

가들의 일반관행이 지속적이고 획일적 또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대부

분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행하며 나아가서 주관적 심리적인 요소로서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법적 확신은 국가관행이 

국제관습법화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가 해당 국제관행을 

법으로 인식하고 이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의

62) Supra note 21, 레니엄 신법률학사전,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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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주관적 요소로서 법적 확신의 입증은 결과적으로 문제된 관행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으로서 국가들이 승인, 수락 또는 묵인하 는가

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있고 이에 활용되는 것으로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정부법률담당자들이 국제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투표와 같

은 행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의 양대 연원이다. 국제관습법은 국

가들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되는 조약과는 달리 국가들간의 묵

시적인 합의나 실천적인 행위에 기초하여 형성되므로 조약처럼 체계화되

지 못하고 나아가 그 해석적용에서 명백치 않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중요한 지위

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조약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구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제관습법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오늘날 조약이나 국제예양과 함께 

국제직서의 수립, 유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구별개념으로서의 관행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들 간에는 많은 관행들이 있다. 이들 중 단순

히 일정 행위의 반복적 실행에 불과한 것이 있으며 이들을 국제관습법과

는 달리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국제관행 또는 통상의 관행(normal 

practice)이라 한다. 이러한 국제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는 일도 적지 

않으나 이는 국제법의 연원이 아니다. 이와 달리 국제관습법은 법적 구

속력을 가진 국제관행으로 조약과 함께 국제법 연원을 구성한다. 

(3) 국제관습법의 용례

International customary law을 해석하는데 있어 국제관습법 또는  

관습국제법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이라 통칭한다. 조약법에는 

국제관습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a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이라 표현 한 문구가 있다.63)

6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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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Rules in a treaty becoming binding on 

third States through international custom :

Nothing in articles 34 to 37 precludes a rule set forth 

in a treaty from becoming binding upon a third State 

as a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as such.

제38조 국제 관습을 통하여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조약상의 규칙 :

제34조 내지 제37조의 어느 규정도 조약에 규정된 규칙이 국제법

의 관습규칙으로 인정된 그러한 규칙으로서 제3국을 구속하게 되

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4조에서부터 제37조는 조약의 제3자효를 규정한 내용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제38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조약의 제3자효 금

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해당 조약으로서가 아

니라 해당 조약이 규정하는 특정 내용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그 특정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로서 제3국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국제법의 관습규칙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문구를 

보아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확립된 국제관습법

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법규는 국가의 공포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국내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 제6조상의 

국제법규가 국제관습법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제법규는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을 통해 형성된 법규범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고 국제관습법이라는 표

현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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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약

(1) 조약의 개념64)

조약의 개념은 국제법 또는 국제관습법상의 일반적 정의와 1969년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의 정의가 다르다.65) 일반적으로 조약의 개념

은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능동적 국제법 주체들 

상호간에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

의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상기의 개념의 

조약에서 문서의 형식에 의하여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

제적 합의(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중에 국가간에 체결된 것만으로 한정

하고 있다66). 

언급할 부분은 국제법 주체 상호간 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문서 또는 합의를 조약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간의 

합의일 지라도 당사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도한 또는 

합의한 문서를 비공식적국제문서(informal international instrument),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정치적 의무의 국제문서(international 

agreement of political obligation), 구속력 없는 협정(non-binding 

agreement), 사실상의 협정(de facto  agreement)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수반.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 사이에 상호신의에 기

초하여 약속한 정책수행의 언약으로 체결 당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여서 국제정치에 의해 규율되고 국제법에 의해서 규

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나 모든 조약은 

구속력이 있고 단지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조약이

라는 점에서 이 역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도 가능 할 것이다.

6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

65) 조약법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조약법의 성문법전화의 차원에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

약으로 법전화 하 다. 전자는 이미 발효하 으나 후자는 아직 미발효상태이다.

6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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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의 용례

조약을 호칭하는 용어는 다양하여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된다.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서(agreed minute), 

선언(declaration), 교섭문서(exchange of notes), 잠정협약(modus 

vivendi)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조약(treaty)은 가장 일반적인 국제법 용어이며 비교적 격식을 갖

춘 중요한 합의를 지칭한다.

▶ 협약(convention)은 다수국간의 입법조약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개 성문법전화(codification)된 조약을 의미한다.

▶ 협정(agreement)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정부간의 국제

적 합의로 대개 기술적. 행정적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행정협정

이 대표적인 예이다. 약정(arrangement)은 협정 중에서 특히 

유효기간이 짧은 것으로 협정에 비해 임시적협정을 가리키는 경우

가 많다.

▶ 규약(covenant)이나 헌장(charter)은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

장과 같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으로서의 기본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 의정서(protocol)는 조약제정의 국제회의의 의사록으로서 일반적

으로 조약에 부속되어 그것을 보충 또는 개정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결정서(act)는 국제회의 종료 후 새로이 만들어진 규칙이나 제도에 

관한 합의이며 선언(declaration)은 2국간 또는 여러 국가간에 기

존 일반국제법의 규칙을 확인하거나 명문화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원칙선언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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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협정(modus vivendi)은 조약체결 진행 중 일시적이고 잠정

적인 합의를 도출 한 경우 당시에 작성된 합의문서를 의미한다.

▶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은 조약 체결시 관련된 부수적 문

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합의한 문서이다.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본문의 용어의 명확한 개념규정을 위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3) 조약의 분류에 따른 조약의 명칭

▶ 양자조약 또는 쌍무조약(bilateral treaty)과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조약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조약을 분류하면 양자조약 또는 쌍무조

약(bilateral treaty)과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으로 나뉜다. 

다자조약은 다시 특별조약, 일반조약과 보편조약으로 나룰 수 있다. 특별

조약(particular treaty)은 셋 이상의 소수의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일반조약(general treaty)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말하며 보편조약(universal treaty)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지칭한다. 실재로 엄 히 이야기하면 보편조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제연합헌장을 보편조약에 

가장 유사한 조약으로 말할 수 있다. 

▶ 개방조약(opened-treaty)과 폐쇄조약(closed-treaty)

《조약의 개방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조약의 개방 여부를 기준으로 조약을 분류하면 개방조약(opened- 

treaty)과 폐쇄조약(closed-trea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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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있느냐의 여부로 구분되는데 가입조항이란 체약국 이외에 제삼국

의 조약가입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제삼국은 가입조항을 통해 소정

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체약국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인정받게 된다. 가

입에는 단지 제삼국의 가입통고만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체약

국의 전부 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

는 것이 있다. 가입조항이 붙어 있는 조약을 개방조약, 그것이 없는 것은 

폐쇄조약이라 한다.

▶ 정식조약(treaty concluded in a solemn form)과 약식조약

(treaty concluded in a simplified form)

《조약의 체결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정식조약은 전권대표(plenipotentiary)라 불리우는 외교관이 협정본

문에 관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체로 국내입법부의 관여와 

함께) 국가원수가 서명한 비준서의 교환이나 기탁을 요하는 조약을 지칭

한다. 약식조약(treaty concluded in a simplified form)은 국가원

수의 비준을 요하지 않거나 그 성립과정에서 의회의 참여가 배제되는 조

약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비준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

약이 약식조약이다. 약식조약은 휴전협정이나 행정협정에서 많이 활용된

다. 특히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은 미국에서 발전되어 행

정적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의 급증과 그 체결의 신속성과 같은 필요

에 따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약식조약도 정식조약과 마찬가지

로 대체로 외교관들에 의해 교섭되지만, 교섭자들 자신에 의해서나 또는 

체약국의 외무장관이 서명하는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처분적 조약(dispositive treaty)과 비처분적 조약(non-dispositive 

treaty)

《조약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조약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조약을 분류하면 처분적 조약(dispositive 

treaty)과 비처분적 조약(non-dispositive treaty)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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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적 조약은 국가승계 발생시 토와 함께 승계되어 승계국

(successor state)에게 조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조약으로 대부분 토

와 관련이 있는 물적 조약(real treaty)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경선

조약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처분적 조약은 국가의 계약적 권리의무

를 규율하고 있는 인적 조약(personal treaty)으로 승계국에게 승계

되지 아니한다.

(4) 조약의 체결, 적용 및 종료를 위한 절차상의 용어 

일반적으로 조약의 채택에서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그 적용, 

종료 및 해석에 관한 국제법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조약법이라 한다. 조

약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통해 형성되어 오다가 1969년 조약법에 관

한 비엔나협약을 통해 성문화되었다. 본 항에서는 조약법상의 용어들을 

중심으로 그 체결절차의 순서에 따라 개념을 정리한다.

(가) 조약의 체결권자와 관련된 용어

조약은 조약의 체결권자에 의해 체결된다. 조약의 체결권자는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나 조약체결권자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전권위임장을 부여한다.

▶ 전권위임제도(Full Power System)

전권위임제도란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조약문안의 교섭, 채택, 인

증을 위해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하도록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전권대표(plenipotentiary)

전권대표는 전권위임장(full power)을 제시함으로써 “조약문의 채택

이나 정본확정을 목적으로, 또는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를 

표시할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7).

6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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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권위임장(full powers)

전권위임장이라 함은 조약문을 교섭․채택 또는 정본인증하기 위한 목적

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

여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1 또는 수명을 지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68).

일국의 외무장관이나 외교사절과 같이 일반외교사무를 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따로이 전권위임장을 요한다69). 전권

위임장에는 위임된 권한에 따라 조약문안의 교섭․채택이나 인증(확정)

을 위한 전권위임장,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를 위한 전권위임장 등이 

있다. 전권대표는 서로 전권위임장을 제시(또는 교환)하여 그 자격을 확

인한다. 국제회의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각 대표들은 전권위임장

위원회에 전권위임장을 제출하며, 전권위임장위원회는 대표들의 전권위

임장을 검토한 후 어느 대표가 서명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도록 요구

할 수도 있다. 조약문안의 교섭․채택을 위한 전권위임장은 단순히 조약

문안을 교섭하여 작성하고 채택하는 권한만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나) 조약체결의 절차와 관련된 용어

조약체결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조약의 채택, 조약의 인증 또는 확정,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결

6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c)호, 제7조

69) “관련국가들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으로 보아”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

다(비엔나협약 제7조 제1항(b) ). 특히 그 직무의 성격상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

더라도 당연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도 있다(비엔나협약 제7조 제2

항). 즉, 국가원수, 정부수반 그리고 외무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

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교공관장(외교사절단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

구에 파견된 국가대표 역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회의 또는 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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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표시로서 비준, 승인, 수락, 가입 및 이러한 결정의 국제적 통보

(nofitication)의 순으로 진행된다.

▶ 채택(adoption)

채택이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인 국가들이 서로 합의의 형식과 내

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는 조약체결의 단계를 의미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제9조에서 조약문의 채택은 조약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제회의에서의 조약문의 채택은 참석

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그 국가들이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컨센서스(consensus)

컨센서스란 조약 채택의 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조화하고 난제

를 제거함으로써 문안에 합의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으로 구성되는 교섭 

및 의사결정의 기술을 말한다. 그 과정은 의견차이가 심한 세부사항은 

덮어둔채 ‘모든’ 참석 국가들에게 ‘기본적으로’ 수락가능한 문안을 ‘투표 

없이’ 채택함으로써 결정에 이른다.

만장일치와는 그 의미가 다르며, 결의안(決議案)의 기본내용에는 찬성

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의견을 달리할 경우 투표에 의해서 대립이 표면화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1960년대 후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콘센서스에 의한 결

의의 채택을 위해서는, 사전에 비공식협의를 거쳐 양보에 의한 의견조정

을 도모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 인증 또는 확정(authentification)

인증 또는 확증이란 조약문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난 뒤 이를 진정하고 

최종적인 문안으로 인정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서명

(signature), 조건부서명(signature ad referndum), 가서명(initialling)

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70).

70) 국제관계사전 p.719에서는 조약확정이라는 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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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authentic)

정본71)이란 권한 있는 자가 원본에 기하여 작성한 등본의 일종으로 특

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 조건부서명(signature ad referendum)

조건부서명이란72) 일반적으로 조건부 서명에 대한 추후확인(confirmation)

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 서명을 뜻하는데, 이 경우 추후확인이 되면 조건부 

서명은 완전한 서명으로 간주된다. 조건부 서명에 대한 추후확인은 비준

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단지 조약정본의 인증을 의미하는 서명행위에 불과

하고 조약자체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비준과는 별개의 행위이다. 

▶ 가서명(initialling, a initial signature)73)

가서명이란 정식 서명이 있기전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서명의 방식이

다. 국제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1962년 초안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가서명은 단지 조약문에 대한 확정의 효과를 가질 뿐 추후에 정식서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하 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 국가관행에 의하면 가

서명도 완전한 서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가원수에 의하

거나 외무장관에 의한 경우. 이러한 관행을 반 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

엔나 협약 제13조 제2항(a)는 “조약문의 가서명이 그 조약의 서명을 구

성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가서명은 

그 조약문의 서명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동의방식

조약의 채택과 인증이 이루어지면 이제 해당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비록 조약 채택 과정에 참여하고 나

7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 제85조

7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 (b), 제12조 제2항 (b)

7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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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인증의 행위로 서명을 하 다고 할지라도 약식조약이 아닌 한74) 구

속을 받겠다는 추후의 국가행위가 없는 한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결정(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을 할 의무도 없다. 국가가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뜻을 가진 동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는 서명, 조약의 구성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이 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는 교섭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 서 명

서명이란 조약에 의한 구속의 동의를 표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명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행하여진다75). (a)서명이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교

섭국이 합의한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또는 (c)서명에 

이러한 효과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그 국가의 대표자의 전권위임

장에 명백히 표명되었거나 또는 교섭의 과정에서 표명된 경우.

동시에 본문의 가서명은 교섭국이 그 뜻에 합의한 것이 증명된 경우 

서명이 된다.

위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조약의 서명에서는 조약은 참가자의 서명

이라는 행위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새로이 그 이외의 비준․수

락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조약의 의미를 갖는 문서의 교환(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조약76)의 의미를 갖는 문서의 교환이란 공문(note)이나 각서(memorandum) 

와 같은 문서의 교환이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

한 문서의 교환이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뜻이 문서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

74) 약식조약은 비준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약이다.

7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제12조 제1항

7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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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ratification)

비준77)이란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자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준은 그 국가의 조약체결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

를 갖는다. 민주적 헌법을 채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수가 단독으로 

비준을 행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비준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는 임의이지만 비준이란 이미 확정된 

조약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비준 후에는 조약 자체

를 부인하거나 조약내용의 실현을 불능케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동

시에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준은 무조건 또는 전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건부의 비준 또는 부분적 비준은 비준의 거절이나 또는 조약

내용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 동 의

비준과 많이 혼동되는 사용되는 것은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이다. 헌법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

하면서도(헌법 제73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체결에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면, 그 조약은 비준될 수 없

고 결국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

의권은 첫째,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려는 것이다. 둘째,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관한 국민

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튼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조약의 

국내법에의 수용에 대한 동의권이다

조약법조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구속에의 동의는 비준과 수락 또는 승

인에 의해서도 표명된다고 하여, 수락과 승인은 비준과 같은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용어가 가입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표

현 여하에 불구하고 조약법조약상의 가입절차로 취급되어야 한다.

7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제14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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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acceptance)

수락78)이란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이라고 하는 경우에, 비준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정부가 더 조약을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조약에 의한 구속을 결정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비준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이 

된다. 각국은 이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뜻을 전권위임장에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식은 국내적으로는 비준보다 간이한 절

차이며 헌법상 비준을 요하지 않는 조약이라 할지라도 서명 후 더 충분

히 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

되는 제도이다.

▶ 승인(approval)79)80)

 승인에 관해서 어떤 국가의 헌법에 따라서는 비준보다 승인이라는 말

이 보다 적당한 것이라고 하여 “조약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표현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국가가 체결하는 조약에서는 “이 조약

은 비준 또는 승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도록 요구되어, 그 결과 

승인이라는 말이 국제법상의 용어로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

제법상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위와 같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과 같

은 의미를 갖는다.

7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제14조

79) 많은 국가의 헌법은 ‘비준’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해 조약을 국가의 특정기관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준’ 또는 ‘승인’이라는 절차는 국내적 평면에서의 것으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국제적 행위로 진행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서의 성

질을 갖는다. 이것에 대해 국제조약법에서의 승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조약에 구속되

는 것에 대한 동의를 부여하는 최종적이고 대외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승인이라는 용어에는 국내적 의미와 국제적 의미가 있으며 양자는 접하게 관

련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국제적 평명에서의 승인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양자

의 혼동은 피해야 한다. 국제관계법사전, p.711.

8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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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accession)81)

가입이란 기존의 조약에 그 조약의 비당사자가 새로이 참가하는 행위

를 말한다. 조약 특히 다수국간의 조약은 최초의 당사국 이외의 다른 국

가의 참가를 인정하는 이른바 가입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입

조항을 포함한 조약을 개방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입조항은 제3국

의 가입을 초청하는 제안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방조약에는 

제3국이 일방적 가입의사의 표시(통고, 선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

탁)에 의하여 당사국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82). 

가입은 조약이 발효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설이 있으나 최근에는  

발효 이전에도 가입을 인정하는 것도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조약문을 

채택하고 각국의 서명 또는 비준을 위하여 개방하는 조약체결의 형식에 

있어서는 가입만이 조약당사자가 되는 수단이다.

(라) 조약의 등록(registration) 및 기탁, 공고(publication)

▶ 등록(登錄)

등록이란 국제조약의 체결후 이를 제3의 기구에 조약체결사실에 대해 

통지하여 제3국에게 이를 공표하는 행위이다. 조약의 등록의 목적은 조

약이행에 대한 체약국들의 의무감을 높여주어 조약의 법적효력을 담보하

는데 있다. 유엔헌장 제102조는 유엔 가맹국이 체결한 일체의 조약을 되

도록 속히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은 이것을 공표할 것과 미등록조약

의 당사국은 유엔기관 앞에 이것을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다83).

조약의 등록은 원래 비 조약의 체결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제연맹이 

처음 설정한 제도 다. 이 제도는 유엔에 계승되었는데 국제연맹에서는 

미등록의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었으나 유엔에서는 단순히  

미등록조약은 ‘유엔기관 앞에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었을 뿐이다. 즉, 

미등록의 조약도 ‘유엔 이외의 기관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당사국을 

8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5조, 제82조

82) 예, 1949년의 제네바 4조약

8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80조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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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며, 당사국은 유엔 이외의 기관에서는 이 조약에 입각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은 조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다만 

유엔기관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 기탁(寄託)(deposit)

기탁이란 국가가 조약을 비준한 경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정형식

을 말한다. 2국간의 조약의 경우에는 국가가 작성한 비준서를 교환하며,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를 국제기구의 사무국 등 특정의 장소에 기

탁한다84). 비준(수락․승인)서의 기탁은 일개소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

나, 수개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엔이 관여하여 작성된 조약은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을 조약의 등록85)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약은 그 비준

서의 교환 또는 기탁의 일자에 성립하며, 조약의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

한다. 비준서의 교환․기탁은 전적으로 절차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이미 

비준을 완성한 후 비준서의 교환․기탁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조약의 공포

조약의 공포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발효하는 국가의 행위를 말

한다. 국가들은 체약상대국과 서명후 공동으로 공포할 수도 있고 또 일

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공포할 수도 있다. 국가에 의한 조약의 공포는 

그 형식에는 관계없이 그 조약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된다.

(마) 조약의 발효와 관련된 용어

▶ 조약의 발효

조약의 발효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은 발효함 

함께 조약상의 권리의무가 회원국에게 적용되어 당사국을 구속한다.

8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82조 및 제85조

85)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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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효력 발생(entry into force)의 실체적 요건

조약의 효력 발생의 실체적 요건이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존

재해야하는 요건을 말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조약 체결능력을 가질 것, 

조약체결에 있어서 대표자가 그것을 위한 정식의 권한을 가질 것, 해당 

대표자가 표시한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 해당조약의 내용이 적법한 것

일 것을 요구한다.

▶ 조약의 제3자적 효력(effect of treaties upon third states)

조약의 제3자적 효력이란 조약이 당사국 아닌 제3국에게 미치는 효력

을 말한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86). 단, 토할

양과 국경획정의 조약 등은 직접 제3국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특

수하게 대외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인정되며 타국은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은 제3자를 해하지도 이롭게 하지

도 않는다(pacta tetius nec nocent nec prosunt)’는 법언을 조약

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제3자 효력에 관한 

실제의 국제법규칙은 그 내용이 일반법질서의 인식변화에 대응하여 변화

되어 온 것에 비추어 주권국가는 그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구속되지 않

는다는 주권개념에서 귀결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약이 결과로서 제3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동 조약 

제38조가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 국제법의 관습적 규칙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서 제3국을 구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제3국은 서면에 

의한 명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동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그 의사에 반하여 조약에 정해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

재한다. 특히 법전화 조약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높다.

8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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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발효시점

조약 발효의 시점에 관해서는 조약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발효시점

으로는 당사국이 특정 일자를 명시한 경우가 있고 일정수의 비준서가 기

탁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발효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 

즉, 특정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후자인 경

우의 예로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있다.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채택 서명되었지만 발효된 날은 60번째 비준서가 유엔사무총

장에게 기탁된 날짜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 

규정87) 에 따라 1993년 11월 16일 가이아나(Guyana)가 60번째로 비

준서를 기탁하여 그 일년 후인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

▶ 잠정적용(暫定適用)

잠정적용이란 비준(또는 수락․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약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조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88). 조약법에 관한 비엔

나협약은 이에 관하여 (a)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한 경우, (b)교섭국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합의를 한 경우, 조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

기 전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급효(retroactivity)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89). 조약의 

효력은 그 효력발생 이전에 생긴 행위 또는 사실, 또는 그 날 이전에 소

멸한 사태에 관해서는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 것, 즉 불소급을 원칙으

로 한다. 이를 조약불소급원칙(Non-retroactivity of the present 

Convention)이라 한다.90)

87)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308조 제1항

8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5조

89) Supra note 21, 레니엄 신법률학사전, p.770

9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2. 조 약

105

▶ 유보(留保)

유보란 조약의 조건부 발효에 대한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91). 비엔나협

약 제2조 제1항(d)에 의하면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성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

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

명을 의미한다”고 한다.92)

조약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일원적으로 모든 체결국에 적용하는, 이

른바 ‘조약의 일체성’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동시에 일반적 

다수국간 조약일수록 되도록 많은 국가를 당사국으로 포함시키는, 이른

바 조약의 보편성도 필요한 것이다. 유보는 이러한 두 개의 요청이 모순

되었을 때의 타협책으로서 조약의 일체성을 희생하고라도 그 적용의 보

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조항의 유보

조항의 유보란 조약의 일정조항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지역의 유보

적용지역의 유보란 역의 일부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해석의 유보

해석의 유보란 조약의 일정 조항을 특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91) 조약법 제2항 제1호 (d)호, 제19조

92) 유보의 다의성: 조약에 “비준을 유보하고 가입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 때의 유보는 

조건(條件)이라는 뜻이다. 중재재판조약(仲裁裁判條約)에서 “국내사항에 관한 분쟁을 

유보하고 재판의무를 인정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때의 유보는 제외라는 뜻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에서는 법률의 유보(法律의 留保)라 할 때, 법률의 유보는 

국가 행정권의 발동에 법률의 근거(작용법적 법률의 수권)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

다. 이 원칙은 어느 행정작용이 기존법률에 전혀 배치되지 아니하여도, 당해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적극적 수권이 필요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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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된 유보(disguised reservation)

위장된 유보란 해석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 당해 선언에서 

자국이 취한 해석이 아닌 경우 해당 조항은 자국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는 사실상의 유보를 말한다. 

▶ 양립성원칙(compatibility rule) 

양립성의 원칙이란 조약의 유보의 허용성을 판정할 때에 이용되는 원

칙을 말한다. 이것에 의하면 유보가 조약의 취지 및 목적과 양립하는지 

아닌지에 의해 그 허용성이 결정된다93). 이 판정기준의 것을 양립성의 

기준(compatibility test)이라고 한다. 국제연맹의 시대에는 다른 모든 

조약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보는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으며, 유보

국의 조약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전체당사국 동의의 원

칙’(unanimity rule)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약협상에 참가한 국가

의 수 및 그 다양성의 증대와 보편성의 요구가 높은 다자간 조약의 증가 

등에 따라 이 엄격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1951

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사건’의 권고적 의견에서 특

히 이 조약이 갖는 보편적, 인도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체당사국 동의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양립성의 기준을 제시하 다. 그 

후 이 기준은 보다 유연하고 실제적인 유보제도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확립하고 있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

나협약은 19조(c)에 이 기준을 채용하 다. 그러나 양립성의 판정은 조

약 당사국의 개별적 평가에 맡기고 있으며, 자의적 또는 주관적인 판정

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 추인(Subsequent confirmation)94)

추인이란 조약체결의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에 관한 행위를 사후에 국가가 

93) 소재선, 안춘수, 장신, 국제관계법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2000, p481.

9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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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흠결을 보완하여 인정하는 행위이다. 원칙적으로는 권한없이 조약을 체

결한 경우 해당 조약은 추인이 없는 한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 조약의 기탁(deposit of treaties)

조약의 기탁이란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동의의 표명인 비

준, 수락, 가입 등이 그 동의를 확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일정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자간 조약에 대해서는 체약국

수가 매우 소수인 경우 등에 비준서 등의 체약국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

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비준서, 가입서 등이 기탁자에게 수락됨으로써 

국가의 동의가 확정적인 것이 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등은 체약국간의 교환, 

기탁자로서의 기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 또는 기탁자에 대한 

통고의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국가의 동의를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자조약의 효력발생은 개개의 조약이 규

정하는 것에 의하지만 일정수의 국가의 비준서, 가입서 등이 기탁자에 

기탁된 후 일정기간을 거쳐 발효하는 것이 많다. 기탁자는 국가, 국제기

구 또는 국제기구의 주요 행정관의 어느 것에도 상관없이 국제적인 성질

을 갖는 임무(원본의 보관, 인정등본의 작성, 서명, 비준서 등의 접수, 

효력발생 등의 통보, 조약의 국제연합으로의 등록 등)를 실행한다95).

▶ 조약의 해석

조약의 해석이란 조약문언의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공통된 진의(common and real intent)

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조약상의 문언, 즉 조약상의 언어 혹은 표

현들의 통상적인 중요성이나 당해 조약에서 쓰이게 된 경위 등을 통하여 

체약국들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조약의 해석의 일반원칙96)으로는 조약은 조약규정의 문맥과 조약의 객

체 및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면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의거하여 성

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과 조약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

9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6조, 제77조

9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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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조약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동 조약에 관한 합의, 조약체결에 관련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타당사국이 동 조약에 관련된 문서로서 수락

한 문서를 포함한다는 것과 문맥에 있어서는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

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간

의 합의를 확정하는 조약적용상의 추후의 관행, 당사국의 관계에서 적용

될 수 잇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당사국이 

어떤 문언에 특정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 음이 인정되면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의 보충적 수단97)으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의 적

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

여 제31조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의미가 모호하여지는 경우 또는 제31조

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의미가 명백히 부조리해지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조약문의 준비문서 및 동 조약의 체결사정을 고려하

는 것이다.

▶ 조약의 개정․수정(amendment and modification of treaties)

조약의 개정이라는 것은 조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조약의 

수정이라는 것은 다자간 조약에서 조약의 수정이라는 것은 다자간 조약

에서 조약의 내용을 합의에 의해 일부의 당사국간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의 개정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다98). 다자간 조약의 개정에 있

어서 제안국은 개정을 위한 제안을 모든 체약국에 통고해야 하고, 각 체

약국은 그 제안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결정 및 그 조약의 개정협

상 및 체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개정 후의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99). 개정전의 조약 당사국이 개정 후의 조약 

당사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국은 개정 후의 조약이 아니라 종래와 

같이 개정 전의 조약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100). 개정전의 조약과 개정 

9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9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9조

9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 제2항, 제3항

10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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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조약이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자가 상호 모순되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 점을 해결하는 일반

규제는 없다. 단, 국제조직의 설립조약에 관해서는 국제조직의 일정수의 

가입국이 개정조약에 추가하여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나머지의 가입국

도 개정조약에 구속된다는 제도를 취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101). 이것

은 설립조약의 조직규범으로서의 성격 때문이다.

조약의 수정은 2개국 이상의 당사국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정된 

조약이 원래의 조약과 양립하는 것과 다른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102)103).

▶ 조약의 무효(invalidity of treaties) 

조약의 무효란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효력이 부인되는 것을 말한다104). 조약법에 관한 비엔

나협약에서 invalidating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법화 또는 무효로 

해석한다. 그러나 부적법화라는 것은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는 직접적으

로 관계가 없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45조 규정의 취지

를 보아 무효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약의 무효사

유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의 위반, 국가

의 동의표시권한에 관한 특별제한(즉, 훈령)의 위반, 착오, 사기, 국가대

표의 매수가 있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란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

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하여 감행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표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105).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라고도 한다.

101) 예, 국제연합헌장 제108조

10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6조

10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10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10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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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이란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에 위반하는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

이 감행된 경우를 말한다106). 여기서 국제법의 제원칙이란 어떤 국가의 

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혹은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일치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힘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107).

▶ 국가의 동의표시제한에 관한 특정의 제한

국가의 동의표시제한에 관한 특정의 제한이란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

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것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을 다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원용될 수 없다108).

▶ 국가대표의 부정

국가대표의 부정이란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을 통하여 

감행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경우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

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부정을 원용할 수 있다109). 여기서 부

정은 부패 또는 매수로 번역되기도 한다.

▶ 강행규범(jus cogens)

강행규범이란 어떠한 국가든지 그 집행에서 이탈될 수 없으며 오직 집

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지게 되어 있는 국제관계규범을 말한다110). 1969

10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107)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

10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7조

10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0조

11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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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에서는 국제공법상 강행법규란 국가

들의 국제공동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받음으로써 그로부터 이탈은 허

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격의 국제공법상의 차후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을 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강행법규

란 바로 국제공동체가 인정하고 수락한 규범으로서 그 집행에서 어떤 국

가이든지 이탈될 수 없으며 오직 무조건적으로 집행하여야만하는 규범들

을 말한다. 비엔나협약 제53조에서는 또한 국가들이 맺는 쌍방 또는 다

자조약에 비한 강행법규의 우위성에 대하여 국제공법상 강행법규에 모순

되는 조약은 무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자유, 조약

집행의 의무성은 공인되고 있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에서는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강행법규의 법적효

력은 일반조약의 의무성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강행법규의 의무성과 무조건성은 세계적으로 확고히 공인되고 있다. 그

러나 1969년 비엔나협약에서 강행법규에 관한 규정은 두었으나 어떤것이  

강행법규로 되는가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로서 강행법규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집단살해금지규범, 인권

규범, 노예무역, 노예제도금지를 비롯한 많은 규범들이 국제강행법규로 

인정되고 있다.

▶ 조약의 종료(terminating)

조약의 종료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

한다111).

▶ 조약의 탈퇴(withdrawing)

조약의 탈퇴(withdrawal)란 하는 것은 다자조약으로부터(특히 국제

기구의 설립조약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112). 이 경우, 조약은 

다른 당사국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탈퇴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

을 상실한다.

11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2조, 제45조

11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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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시행정지(suspending)

조약의 시행정지란 조약 그 자체는 소멸시키지 않고 조약의 효력을 정

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폐기(denunciation)

폐기라는 것은 조약 당사국이 해당조약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

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국제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할 때에는 그 법적효과로서 양자간 조약의 경우에는 해당조

약을 종료시키고, 또한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해당 당사국을 조약에서 이

탈시킨다. 단 해당조약은 다른 당사국간에 존속하지만 해당국가는 조약 

당사국인 것을 종지한다. 단, 드물게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일방적 폐기가 

해당 다자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다자조약의 

폐기를 특히 탈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

나협약은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종료에 관한 규정(폐

기는 종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종료는 폐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에서 

적법한 폐기를 명시적 합의(폐기조항)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에 직접

적으로 또는 일반국제법상의 원인 혹은 이유에 기초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해당조약이 폐기 또는 탈퇴조항을 갖는 

경우113)와, 당사국이 그 가능성을 허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114)에는 당사국이 해당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

반국제법에 기초한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은 다른 당사국에 의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115), 조약의 실시에 불가결한 

대상의 구적 소멸 또는 파괴에 의한 조약의 이행불능의 경우116), 조약

체결 시에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근본적 변화의 경우117)에는 

11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6조 제1항 전단

1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6조 제1항(a)

1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

1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1조

11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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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해당조약을 종료시키고 이것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조약의 종료 및 운 의 정지에 대해 규정한 제60조의 경우에는 1항의 

양자간 조약의 종료의 경우에만 일방적 폐기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앞의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히 통고로 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18).

일반국제법규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종료, 폐기 또는 탈퇴 조항의 부존재를 전제로서 조약의 성질상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권리를 승인한

다119). 종래 그 성질에 의해 폐기 가능한 조약과 불가능한 조약의 명확한 

규준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되어 왔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권리의 주장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약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은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

우에는 그 의도를 폐기 또는 탈퇴의 12개월까지 통고한다고 규정한다120).

▶ 후발적 이행불능(Supervening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후발적 이행불능이란 조약의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구적으로 소멸 

또는 파괴되어 조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자국의 의

무위반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니면 조약의 종료 또는 탈

퇴의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만장일치(unanimity)

만장일치란 일정안 사안에 대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문안에 관하여 ‘완전한’ 혹은 ‘적극적’ 합의가 존재하며, 게

다가 일반적 동의는 ‘투표를 통해’ 강조된다.

11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5조

11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6조 제1항(b)

12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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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관할권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용어

1. 국가관할권 개념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가의 역․국민․재산 등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국가주권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어, 당해국의 입법, 행정, 혹은 사법부의 작위로 규

율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전통 국제법에서의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

가가 자기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자산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관할권은 입법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과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할권을 “합법적 권한(legal authority)”이라

고 설명하기도 한다. 

▶ 입법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

입법관할권이란 자국의 국민과 자산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

집행관할권이란 제정된 법규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 행동(administrative 

or judicial action)을 통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힘을 말한다. 따

라서 집행관할권을 다시 행정관할권(executive jurisdiction)과 사법

(재판)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jurisdiction to adjudicate)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입법관할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가의 역외입법관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발전하여 왔다. 아래의 이론들은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지만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리고 수동적 속인주의의 경

우는 민사관할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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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주의(Territorial Pinciple) 

속지주의란 자국 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 토국의 주된 관심

사라는 논리에 근거한 관할권 근거 원칙을 말한다. 속지주의는 보편적으

로 수락되는 국가관할권의 기본으로서, 그 배경에는 모든 국가는 자국 

토내의 모든 人(자연인, 법인)과 목적물(objects)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

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행위의 발생지를 근거로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흔히 속지주의라고 하고, 이는 자국의 역에서 문제의 범

법행위가 발생하 다는 사실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속인주의란 자국의 국적을 갖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한 국적국의 당

연한 이익을 근거로한 관할권 근거 원칙을 말한다.

▶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or personality) principle)

수동적 속인주의란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원칙을 말한다.

▶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보호주의란 비록 문제의 행위는 외국에서 일어났지만 자국과 자국의 

국적을 지닌 사람과 물건을 보호할 권리․의무가 있다는 논거에 근거한 

관할권 근거 원칙을 말한다.

▶ 보편성의 원칙(Universality Principle)

보편성의 원칙이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범세계적으로 위법

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그런 범법행위의 국제적 공동제재 방안의 일

면으로 어떤 국가든 그러한 범법자를 수중에 두고 있는 국가는 그들에 대

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거에 기인한 관할권 근거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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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보편관할권이란 상기의 보편성원칙에 근거하여 한국가의 형사관할권이 

보편적으로 지구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편관할권은 국

가주권과 국내문제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국제법의 구조 아래에서

는 일반화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견해

의 차이가 있으나, 보편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위협이 되는 

개인의 중대한 범죄’ 내지 ‘국제법 하의 범죄’(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수락되고 있다.

▶ 피해자 국적 원칙(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피해자 국적 원칙이란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 국가의 역 밖에서(즉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피해자의 국적에 기인한 관할권은 국적을 주된 혹은 기본적 고려사항

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비록 문제의 행위가 타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한 국가의 안보나 위신, 혹은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피해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가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국가관할권의 면제는 한 국가가 외국 또는 외국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들을 집행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이론이다. 19세기 이후 미국과 국의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발

전하여왔다.

▶ 국가면제(state immunity)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말한다. 국제법은 국제법

의 주체로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관할권행사로부터 일정한 면제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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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원래 재판관할권의 면제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

서 국가는 그 행위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면제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

었다. 그 시발은 ‘국왕은 자신의 법정에서 소추될 수 없다(The King 

cannot be sued in his own court)’라는 국의 재판관행이며, 이

러한 특권적 지위를 외국과 외국의 군주에게 유추적용한 것이 ‘모든 국가

는 평등하고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우월한 권력을 갖지 못한

다(par in parem non habit imperium 혹은 An equal has no 

dominion over an equal)’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은 모든 국가의 주권은 독립적이고 평등하며, 

그러므로 상호불가침이라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이란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타국의 공적행위의 유효성을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는 데서 출발하여, 각

국의 법원들은 국가간의 주권평등이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기인하여 타

국의 공적 행위의 합법성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는 원칙을 말한다.

주권면제와 국가행위에 근거한 관할권의 면제에는 차이가 있다. 즉, 

‘주권면제’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관할권 부재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고, ‘국가행위이론’에 근거한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당해 문제의 본안

심리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면제이론’은 예양상의 문제로서 국가들이 자국과 평화적 

관계에 있는 타국의 행위에 대하여 자국 역 내에서의 관할권 행사를 

양보하는 관행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예양상의 관례가 점차적으로 발

전하여 국제관습법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 국가의 왕(sovereign)

은 본인의 허가 없이 타국법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과거 한때는 “주권면제”의 원칙이 왕의 개인적 면제(personal 

immunity)와 그 국가(즉, 정부)의 모든 행위의 면제(state immunity)

라는 양면을 포함하 으나, 근래에 와서는 이 두 원칙이 명확히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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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국가원수의 개인적 면제는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국가면제

(state immunity)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권력적 혹은 통치적 행위

(acts jure imperii)에 한하여 면제된다. 

4. 외교면제특권

국제법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형성하

고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할권행사로부터 일

정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관습으로 존

재하던 이러한 국가관할권의 면제가 최근에는 다자조약, 양자조약 그리

고 국내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외교면제특권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은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본 항에서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협약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를 중심

으로 해설을 한다. 

(1) 특권 (privileges)과 면제 (immunities)의 의의

비엔나협약은 그 전문과 본문의 여러 규정에서 “특권과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라는 한 쌍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 정의를 내려놓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권과 면제를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언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면제도 일종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

엔나협약의 목적상(그리고 국가면제를 포함해서 다른 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접수국에서 법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의 절차적 보

호, 특히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면, 특권이란 

조세․사회보장 등, 대체로 재정적 성격의 분야에서 접수국의 일정 법규

정으로부터의 실체적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있어서 면제란 국가면제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접수국’의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말한다. 따

라서 면제는, 첫째, 재판권면제(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courts)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체법으로부터의(혹은 입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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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체로부터의) 면제(exemption from the substantive law)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는 포기될 수 있고 그러면 접수국의 실체법

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면제란 법적 책임 자체로부터 면제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 형사재판권의 면제

형사재판권의 면제란 외교관은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고 있지 않으

며, 따라서 접수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관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

▶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란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민사․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외교관은 다음 세 가

지 사적․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첫 번째 예

외는 ‘접수국 역 내에 있는’ ‘사유’부동산에 관한 ‘물적(즉, 대물)’소송

(real action relating to private immovable property)으로서,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파견국을 대신해서 보유하는 것이 아닌” 경

우이다. 두 번째 예외는 외교관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한 상속(succession)

에 관한 소송이다. 세 번째 예외는 외교관의 ‘직무 밖의’ 직업적․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이다. 비엔나협약 제42조는 외교관이 개인적 이익을 휘

해 직업적․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판결집행의 면제

판결집행의 면제란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내려진 판결의 집행조치로부

터도 면제됨을 말한다. 설사 파견국정부가 그의 재판권면제를 포기했더

라도, 별도의 포기가 없는 한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

행정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위 세 경우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하여 외교관의 신체와 주거의 불

가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의 업재산은 압류할 수 있지

만 그의 집에는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



4. 외교면제특권

121

▶ 증인으로서의 증언의무 면제

증인으로서의 증언의무 면제란 외교관은 접수국 내의 ‘어떤’ 소송에서

도(즉, 민․형사를 불문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당사자’로서 증언할 의무로부터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면제의 포기

면제의 포기란 외교관에 관한 관할권 및 판결집행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관(또는 그의 가족)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또는 그의 가

족)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따라서 외교관은 물론이고 외교관가족의 면제

포기에도 파견국정부의 포기결정이 요구된다. 이같은 논리는 면제를 향

유하는 하급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면제의 포기는 그에 

기초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철회할 수 없다. 관습법상 국가

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허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교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면제의 시기와 종기

면제의 시기와 종기란 외교관의 면책특권의 시작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을 말한다. 외교관은 부임차 접수국의 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는 임명 당시에 이미 접수국의 토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임명이 

‘외무부(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된 때’로부터 면제와 특권을 향

유하고 외교관의 ‘개인적’행위에 대한 면제․특권, 즉 인적 면제는 직무종

료로 인하여 접수국을 떠나는 순간 또는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

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이 만료하 을 때 소멸한다. 

▶ 외교관의 특권

비엔나협약에서는 특별히 네 가지 특권, 즉 세금면제, 관세 및 수하물

검사 면제, 사회보장의무면제, 인적․공적 역무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적문제는 선택의정서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사절단의 면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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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중에서 이미 언급한 이동의 자유도 개인적 특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밖에도 접수국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

컨대, 비엔나협약에는 언급이 없지만, 정식입국절차의 면제, 외국인등록

규정으로부터의 면제 등은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특권이다.

(2) 면책특권의 주체

▶ 국가원수(Heads of State)

국가원수121)란 각국의 국내헌법상 군주 혹은 대통령, 혁명평의회의장

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원수는 정부수반을 겸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구조 문제는 어디까지

나 국내법상의 문제일 뿐 국제법과는 무관하며,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원

수이든 정부수반이든 모두 자국을 대표할 완전한 권한을 갖는 자로 간주

된다. 

국가원수의 대외활동 참여는 1815년 이른바 비엔나회의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는 민주제도의 발달과 정부내 역할의 변화로 정부

수반이나 외무부장관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

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상회담의 선호로 국가원

수들의 해외나들이가 점차 증가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가

원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외교경로(diplomatic channel)’를 통하

여 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며, 이 

경우 외교사절의 신임장도 갱신하여야 한다.

▶ 외무부장관(Ministers of Foreign Affairs)

외무부장관122)이란 국가원수와 다른 국가간의 매개자(middleman)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에 의한 정상외교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

만, 아직도 외무부장관은 국제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제1차적인 대변자로 

1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

1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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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대외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대개 

정치적 중요성을 띤 큰 문제들에 한정되며, 일상적인 대외활동은 외무부

장관에게 일임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과 마찬가지로 

외무부장관의 국내헌법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국제

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그의 권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따름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외국을 방문하는 외무부장관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지는 않으나, 일반국제법과 국제예양에 의하여 외

교직원(diplomatic personnel)에게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는 모두 그

에게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외교사절단(diplomatic mission)

외교사절단이란 외교공관에 속하는 인적 구성원을 말한다. 이러한 외

교사절단은 크게 ‘사절단의 장(주로 대사)’과 ‘사절단의 직원(staff of 

mission)’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절단의 직원은 다시 ‘외교직원(diplomatic 

staff)’, ‘사무․기술직원(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및 

‘역무직원(service staff)’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절단의 

장과 외교직원을 ‘외교관(diplomat)’이라고 지칭하는데, 사무․기술직원

도 외교관 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외교관으로 취급된다.

▶ 상주외교사절

상주외교사절이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그 역에 상치되어 일반적인 

외교임무를 수행하는 외교사절을 말한다. 상주외교사절에 관한 일반조약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사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주외교사절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

엔나 협약에서도 ‘사절단’이라는 것은 상주외교사절단을 의미한다.

▶ 특별사절단

특별사절단이란 파견국을 대표하여 특정의 문제를 협상 또는 특정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파견하는 임시의 사절단을 

말한다. 특별사절단에 관한 일반조약은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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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단(dilpomatic body)

외교단이란 한 국가 내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사절이 편의상 한 단위가 

되어 공동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외교단의 단장을 ‘외교단

장(doyen)’이라고 한다. ‘외교단(diplomatic corps)’은 외교사절단과 구

별하여야 한다. 외교단은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기

능도 수행하지 못하지만, 주재국내 외교사절의 특권과 명예가 침해되지 못

하도록 감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통상 외교단장은 주재국 외교사절 중 최선임자가 되지만, 카톨릭

계 국가에서는 로마교황청의 사절이 외교단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관장 (head of the mission)

공관장이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

한다123).

▶ 동등한 계급을 가진 기타의 공관장(other heads of mission of 

equivalent rank)124)

동등한 계급을 가진 기타의 공관장이란 구체적으로 연방의 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이나 프랑스공동체의 공동대표(haut representant)

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공관원 (members of the mission)

공관원이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125).

▶ 공관직원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

원을 말한다.

12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a)

12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4조 제1항 (a)

12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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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직원 (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

외교직원이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126).

▶ 외교관 (diplomatic agent)

외교관이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127).

▶ 행정 및 기능직원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행정 및 기능직원이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128).

▶ 노무직원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며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129).

이를 역무직원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다. 

노무직원은 단지 “근무 중에 행한 행위”(acts perform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에 대해서만 면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노무직

원의 가족은 어떠한 면제도 향유하지 못한다. 특권도 봉급에 대한 세금

면제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뿐이다.

▶ 개인사용인 (private servant)

개인사용인이란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며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

닌 자를 말한다130).

12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d)

127)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e)

12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f)

129)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g)

13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4조 제1항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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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원(service staff) 와 개인사용인은 그 업무는 비슷하지만, 전

자는 파견국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후자는 사절단의 구성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 외에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

할 수 있다131).

▶ 공관지역 (premises of the mission)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 접수국 (receiving State)132)

접수국이란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을 받아들이는 쪽의 국가를 말한다. 

▶ 파견국 (sending State)

파견국이란 외교 사절이나 사 등을 파견하는 국가를 말한다.

▶ 아그레망 (agrément) 

아그레망이란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할 때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말한

다. 사절의 임명 그 자체는 파견국의 권한에 속하나 외교사절을 받아들

이는 접수국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기피할 수 있다. 현재의 관행으로

는 미리 접수국의 의향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조회에 대해 이의가 없음

을 회답하는 것을 ‘아그레망을 부여한다’고 하며,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그라타(persona grata),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

나논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의 부여 여부는 

거부할 경우에 파견국에 대하여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양국 우의에 악 향이 발생할 수 있다. 

13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 제4항

13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b)



4. 외교면제특권

127

▶ 불만한 인물 또는 비우호적인 인물 (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그라타(호감이 가는 사람)와 상대되는 말이다. 외교사절의 아

그레망(agrément)이 요청되었을 때, 아그레망을 요청받은 국가가 호감

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 을 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사

람의 파견을 거부할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9조). 외교사절

단의 직원과, 사나 그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23조). 거부의 이유로서는 그 인물이 언론이나 행동으로 적

의를 표시한 경우나 또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외교사

절의 종교나 인종에 의거하여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

는다. 

▶ 신임장 (credentials)

신임장이란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국가의 원수가 외교사절을 접수하는 

국가원수에게 사절임명을 정식으로 통고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대

리공사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외무부장관이 접수국의 외무부장관에게 통고

한다. 신임장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규칙이 없

다. 그러나 대체로 사절의 임명 통지와 일반적인 임무를 기술하며, 그 사

절이 국가원수나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말을 신임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

을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다. 사절은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된 2통

의 신임장을 휴대하여 부본을 접수국 외무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 정본을 

국가원수에게 직접 수교한다. 신임장(또는 사본)의 수리에 의해 외교사절

의 접수가 성립하고 사절의 임무가 개시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

약 제13조 제1항). 이 임무개시의 일시의 순서에 따라 각국의 외교사절

의 석차가 결정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6조 제1항).

▶ 신임장봉정(credentials dedication)

신임장봉정이란 새로 파견되어 온 외교대표가 주재국수반이나 혹은 일

정한 기관책임자에게 전권대표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증명하여 문

건을 증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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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행낭 (The diplomatic bag)

외교행낭이란 “오로지 외교문서 또는 기타 공용을 위한 물품을 넣은 포

장물”을 말한다. 비엔나협약은 외교행낭의 형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비엔나협약은 외교행낭을 diplomatic bag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에는 bag 이외에도 crate, sack, pouch, envelope 등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외교행낭은 ‘개봉’(open)하거나 ‘유치’(detain)할 수 없다. 과거

에는 대체로 외교행낭을 개봉하든지 아니면 발송지로 반송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었다. 특히, 사행낭(consular bag)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것

이 인정되고 있다. 사행낭의 불가침성과 관련하여, 접수국당국은 중대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행낭을 개봉하든지 아니면 발송지로 반송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3) 외교면책 특권으로서의 불가침 (inviolable)

▶ 외교공관의 불가침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접수국의 

관리는 사절단장(즉,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없다. 

둘째,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조치를 취할 특별

한 의무를 진다. 셋째, 외교공관, 공관 내의 설비 및 기타 재산, 그리고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외교공관의 불가침의 시간적 범위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관하여 베를린 최고재판소(Supreme Restitution 

Court of Berlin)는 외국의 사절단이 이전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

제 더 이상 외교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공관 또는 그 부지는 접수

국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더 이상 향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다. 

베를린최고배상배판소는 서베를린에서 외국대사관으로 소유 또는 사용되

었던 건물과 관련된 4가지 사건을 다루었는데, 관련 4개국은 모두 과거 



4. 외교면제특권

129

수년간 계속해서 외교공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이 당시 외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수년간 계속해서 외교공관으로 사

용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외교공관의 문서․서류의 불가침성

외교공관의 공무서는 불가침성을 향유하기 때문에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불

법으로 취득한 공문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예컨대 유죄의 증거

로 채택될 수도 없다.

비엔나협약은 ‘문서’(archives)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정보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테이프․필름․컴퓨터자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1조1항(k)는 ‘consular archives’

에 대한 정의를 내려두고 있다. 

▶ 통신의 불가침성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은 “점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공관

의 자유로운 통신은 허가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즉, 공관은 파견국의 정부와 타공관 및 사관들과 통신을 함에 

있어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적

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해 전달되는 공용통신문

(official correspondence), 즉 ‘공관과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

문’은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 신체의 불가침성

신체의 불가침성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둘째,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한다. 셋째,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자

유․품위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all 

appropriate)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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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및 재산의 불가침성

외교공관장의 개인적 주거는 외교공관 자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외교

직원의 개인적 주거도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성과 보호를 향유한다. 외교

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

도 동일하게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 편의제공133)

접수국은 사절단의 임수행에 대해 일반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

관 개설 및 퇴거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교관계단절(rupture of diplomatic relations)134)

외교관계단절이란 지금까지 존속해 왔던 외교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행동 또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

는 의사의 표명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교관계의 개설이 상호

의 동의에 의한(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것에 대해 외교관계

의 종료는 일방의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국제법 하에서는 전쟁상태의 발생은 외교관계를 단절시키지

만 현대 국제법 아래에서는 전쟁 개념의 변용도 있어 이른바 이란․이라

크 전쟁시와 같이 양국간에 대규모, 계속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외교

관계를 존속한 예도 있다.

또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사절단이 구적 또는 일

시적으로 소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접수국은 무력항쟁이 발생하 을 

때에도 외교사절단의 공관,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2)파견국은 접수국이 용인할 수 있는 제3국에 사절단의 공관 재산 및 

공문서의 관리를 위탈할 수 있으며, (3) 파견국은 접수국이 용인할 수 

있는 제3국에 자국의 이익 및 자국민의 이익의 보호를 위탈 할 수 있다. 

133)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25조

134)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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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외법권 (extraterritoriality, exterritoriality)

치외법권이란 외국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근거로 활용되는 이론으로 

비록 외교관이나 외교공관은 타국에 있지만 그 지역은 예외적으로 본국

과 같아서 해당국의 법질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때로는 

치외법권은 불가침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치외법권은 과거 서방국가들이 식민지 시대에 활용하던 개념으로 

토주권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용도폐기 되어야 할 개념이다. 현재는 외

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그 전문에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인정되

는 이유는 치외법권이 아니라 외교적 기능의 보장 즉 직무의 효율적 수

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135) 

▶ 특 사

특사란 국가수반이나 정부수반 또는 외무상의 개인의 명의로 다른 나

라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인물을 말한다. 특사는 국가나 정부의 명의로 

파견되는 국가나 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파견되는 인물이

므로 전권위임장을 지참하지 않는다. 특사에게 특권과 특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제법적규범은 없다. 그러나 특사가 지닌 임무의 중요성으로부

터 관습적으로 특권과 특전을 보장하게 된다. 특사는 그 성격상 어떠한 

결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전달, 상대국의 견해의 

청취, 공동행동에 대한 요청 등 위임된 문제만을 수행하게 된다.

5. 사면책특권

▶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란 국가들의 사대표부와 관련한 기본

적인 법률문제들을 성문화한 협약을 말한다. 1963년 4월 24일 오스트리

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채택되었으며 1967년 3월 19일에 발효하 다. 

사관계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을 국제적으로 제정하려는 시도와 그 준비는  

13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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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1949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 사관계와 사특권’에 관한 예비초안이 작성되었다. 초안은 그 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심의되었으며 1961년 제네바에서 진

행된 유엔국제법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1961년 

12월 18일 유엔총회결정에 의하여 소집된 비엔나 국제회의에서 이 협약

이 조인되었다. 협약은 모두 79조로 되어있다. 협약은 사관계의 설정, 

사대표기관의 기능, 사대표부와 사들의 특권과 면제 등 사관계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우선 사관계의 설정은 국가들 사이의 상호합의에 의

하여 실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약은 또한 파견국과 그 국가의 국민

의 이익의 보호, 파견국과 주재국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연계와 두 국가

사이의 관계발전의 촉진, 파견국국민의 여권 혹은 파견국으로 여행하려

는 사람들의 사증과 증명서의 발금, 주재국기관들에서의 파견국국민에 

대한 대표권보장 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사관들의 외교활동수행질서, 사기관과 사관들에게 적용되는 특권

과 면제의 내용과 기간, 그들의 주재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지금까지 국가들사

이의 사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정되고 적용되어 온 사법의 규범을 

국제적으로 심의하고 법전화 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사 

국가, 법인, 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 파견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사는 어디까지나 실무사무를 

관리함으로서 전권대표와는 다르다.

사제도는 오랫동안 관습법규범으로 되어 오다가 1963년에 체결된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됨으로서 성문법으로 정착되었다.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란 사관의 수석을 포함하여 사임무를 수행하는  

사공무원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사관 수석의 등급은 총 사, 사, 

부 사 사대리인 네가지로 나눈다. 수석은 사파견장이나 임명통지서

에 의하여 파견되며 사인가장에 의하여 자기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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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사단이란 한 국가의 수도 또는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여러 국가 

사대표부 대표들의 집단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단은 사대표부

들에 있는 사공무원들을 포괄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사대표부를 책임

진 사람들만을 의미한다. 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여러 사대표들을 

다 포함하여 한 개의 사단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일

부나라들에서는 지방별로 사단을 두는 경우도 있다. 

▶ 사대표

사대표부의 책임자. 사대표의 법적지위, 기능과 임무, 특권에 대하

여는 1963년 4월 24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체결된 ‘ 사관계

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되어있다. 사대표는 국가가 파견하는 공식

인물이지만 국가의 전권대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대표는 개별적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교부장관의 명의로 된 파견장에 

의하여 파견되며 주재국 외교부에게 그 파견장을 제출한다. 사대표는 

쌍방사이의 합의된 사구의 수에 따라 한 국가에 여러 명을 파견할 수

도 있다. 사대표는 주재국에 자국의 외교대표부가 있는 경우 그의 지

도를 받으며 주재국정부와의 교섭은 외교대표부를 통하여 진행한다. 

사대표는 사특권면제를 행사한다. 사는 인신의 부가침권, 재판면제

권, 개인적 의무 및 과세 면제권, 관세 및 세관검사의 면제권, 상속재산

의 법적보호권 등을 가진다. 

▶ 사대표부

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국가의 수도나 일정한 지역에 설치되는 재

외대표기관, 사대표부는 두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도에 설치할 수

도 있고 일정한 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계가 없고 

사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수도에 사대표부를 두며 외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에 사대표부를 두며 외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

에 사대표부를 두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사대표부는 그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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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총 사관, 사관, 부 사관, 사대리부, 대사관내 사부 등으

로 구분한다. 사대표부의 기능은 일반적 기능과 특수적 기능으로 구분

한다. 일반적 기능은 사대표부가 자기본국과 주재국간에 체결한 사

협약과 경제조약에 의하여 주재국에서의 무역상사들의 업무활동, 비행기

와 선박들의 편의, 공민과 법인들의 공중공탁사업, 공민들의 신분등록사

업, 여권사증발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수적 기능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수도에 가 있는 사대표부가 두 나라간의 합의와 자기 본

국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외교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대표부의 

기능은 매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재국수도에 설치된 

사대표부는 주재국 전 지역에서 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지방도시에 설

치되어 있는 사대표부는 이미 합의된 사구안에서만 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대표부의 청사와 공문서 및 문서고는 불가침이다. 

▶ 사특권136)

사기관, 파견 사공무원, 사기관의 기타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

한 권리와 대우. 사특권은 1963년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장

에 규정되어 있다. 사특권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대표기관은 

주재국에서 국기와 국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파견국의 국기와 국장

은 사기관의 건물, 사대표의 주택, 공적임무수행에 이용되는 교통수

단에 달 수 있다. 사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인격자유, 인신에 대한 침해

를 당하지 않으며 중죄를 범한 경우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체포, 예심, 구류를 당하지 않으며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제 당하지 않는다. 주재국은 권한 있는 재판

기관의 결정으로 사공무원을 체포, 예심, 구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기관 또는 당사자가 사관 수석이라면 그의 본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기관의 청사, 문서고, 문서, 우편물은 불가침이다. 사관청사, 그의 

가구, 재사, 교통수단은 주재국의 방위적 목적, 사회적 요구를 위한 각종 

징발에서 면제되며 침입,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관의 문서고와 

136)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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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며 사우편물은 개봉되거나 억류당

하지 않는다. 우편물주머니에 우편물 이외의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 개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권한 있는 전권대표가 입회하

여야 한다. 사공무원은 연락, 접촉,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사공무원

은 자기 본국정부, 외교대표기관, 다른 사기관, 자기나라 국민들과 연

계를 위하여 외교 및 사신서실, 외교 및 사우편물, 암호, 지급전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전송신기를 이용하려는 경우 주재국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주파수를 등록해야 한다. 사공무원은 주재국에 있는 

자기나라 대표기관들이나 국민들과의 접촉을 위해 여행, 통과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주재국이 정한 금지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공무원과 사직원은 주재국의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특별히 결정하

지 않는 한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사공무원과 사직원은 사기

능수행시에 벌어진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재국의 형사, 민사, 행정관할에

서 면제된다. 다만 그들은 개별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 교통, 선박, 비

행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관계된다. 

사공무원과 사직원, 그의 동거가족들은 면세권을 가진다. 이들은 인신

적, 재산적, 국가적, 지방적인 세금, 징수금, 수수료징수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도 간접세, 개인의 부동산세와 징수금, 상속세, 수수료는 지

불한다. 사공무원과 그의 동거가족은 국경통과시에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와 관세징수에서 면제된다. 사특권은 주재국의 역에 들어선 순

간 또는 직무에 착수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재국의 역을 떠나는 순간 

또는 역을 떠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 사파견장

사파견장이란 사대표의 파견시 그에게 지참시키는 신분확인문건을 

말한다. 사파견장은 사대표에게만 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사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파견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파견장은 파견되는 사가 가

지고 갈 수도 있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접수국에 보낼 수도 있다. 

파견장에는 사대표의 완전한 성명, 직위, 사구가 지적되며 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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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대한 내용이 기록된다. 사파견장은 일반적

으로 외교통상부의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 기본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

가원수의 명의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사파견장은 일반적으로 주재

국 외무상에게 제출된다. 특수하게 국가수반에게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사파견장제출은 특별한 절차 없이 진행된다. 

▶ 사인가장137)

 사인가장이란 국가가 자기 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 사대표의 지

위를 확인하고 그가 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증명문건을 말한

다. 사인가장은 사대표부 책임자에게만 발급하며 다른 사공무원들

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인가장이라는 법문건을 만들어 발

급하는 나라도 있으며 신임 사가 제출한 사파견장뒷면에 인가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국가기관공인을 찍어 되돌려 주는 나라도 있다. 인가장은 

일반적으로 외무상의 명의로 발급되나 일부 국가원수의 명의로 발급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주재국은 사인가장을 발급한 즉시 그 사실을 관

계기관들에게 통보하여 사의 기능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자기나라에 새로온 사대표들에게 인가장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인가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거부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파견국 사의 인가를 거

절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파견에 앞서 동의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대표는 일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재국에서 인가장

을 받은 순간부터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 명예 사138)

명예 사란 사임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다른 직업도 가지

고 있으면서 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예 사는 대체로 

주재국의 동의하에 주재국민이나 주재국에서 활동하는 본국의 사업가들 

중에서 선발임명된다. 선발임명되다는 의미에서 명예 사를 선임 사라

137)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

138)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장 제58조~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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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부른다. 명예 사는 보수를 받지 않고 다만 수속비성격의 보수를 

받는다. 명예 사는 자기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인들의 선거

를 통해 생겨난 것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제도의 기원으

로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직업 사를 임명, 파견, 접수하는 동시에 명예

사를 임명, 접수한다. 1963년에 체결된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는 이에 대하여 매개 국가가 명예 사를 임명 또는 접수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 다.(제68조) 명예 사의 특권은 직업 사

처럼 통상항해조약이나 사조약과 같은 국가간 조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나 일반적으로 직업 사에 비해 볼 때 제한적이다. 사관계에 관

한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한 명예 사의 특권은 다음과 같다. ①세금의 면

제, ②문서고와 문건의 불가침, ③인신의 보호, ④관세의 면제, ⑤외국인

등록 및 거주승인의 면제 등이다.(제58조~제67조) 명예 사의 특권이 

직업 사와 같은 인신보호와 불가침권을 가지지 않으며 직업 사와는 달

리 명예 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관할기관에 출두하여 증언

을 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한데서 나타나고 있다. 

▶ 사기관 (consular post)

사기관이란 총 사관, 사관, 부 사관, 또는 사대리사무소를 말

한다139).

▶ 사관할구역 (consular district)

사관할구역이라 함은 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사기관에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140).

▶ 사기관장 (head of consular post)

사기관장이란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임무를 맡은 자를 의미한다141).

139)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a)

140)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b)

141)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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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원 (consular officer)

사관원이란 사기관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사직무의 수

행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142).

▶ 사무직원 (consular employee)

사무직원이라 함은 사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143).

▶ 업무직원 (member of the service staff)

업무직원이라 함은 사기관의 관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144).

▶ 사기관원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사기관원이란 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의미한다145).

▶ 사직원 (members of the consular staff)

사직원이라 함은 사기관장 이외의 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

원을 의미한다146).

▶ 개인사용인 (member of the private staff)

개인사용인이라 함은 사기관원의 사용노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

한다147).

142)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d)

143)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e)

144)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f)

145)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g)

146)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h)

147)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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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사 (consular premises)

사관사란 소유권에 관계없이 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 또

는 그 일부와 그에 부속된 토지를 의미한다148).

▶ 사문서 (consular archives)

사문서149)라 함은 사기관의 모든 문건서류, 서한, 서적, 필름, 녹

음테이프, 등록대장, 전신암호와 기호 색인카드 및 이들을 보존하거나 또

는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

▶ 사위임장 (The consular commission)150)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대리권수여의 원인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

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은 요식증서가 아니므로 작성자가 임의적 형식에 따라 위임의 

뜻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편의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

진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나아가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

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위임장 중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장차 타인으로 하여

금 보충하도록 하는 이른바 백지위임장이 있다. 백지위임장은 위임사항

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수임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있다. 공증인의 지

시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위임장은 전자의 예이며, 기명주

식의 양도에서 이용되는 명의개서를 위한 위임장은 후자의 예이다.

국제법상으로는 사의 파견국이 특정한 사람을 사로 임명하여 접수

국 앞으로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148)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1항 (j)

149)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

150)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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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역무 (personal services)

인적역무151)란 접수국이 국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병역 등의 의무를 

말한다.

▶ 노 역

노역이란 육체노동을 말한다.

▶ 특권 (privileges), 면제 (immunities)

사관계에 있어서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계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사관계 비엔나협약은 사의 지위를 외교관의 지위에 근접시키고 있

는데, 오늘날 국가들이 사업무와 외교업무를 통합하여 운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외교

관이 사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외교면제․특권을 그대로 향유한다. 반대로  

사가 외교행위(diplomatic acts)를 수행하더라도 외교면제․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가 접수국에 통고한 후 국제기구에서 파견국

의 대표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서 그 같은 대표자

에게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면제․특권을 향유한다. 외교면제와 사면

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관의 경우와는 달리 사의 사법․행정당국의 관할권면제는 

공적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 행위의 정의방식에 

있어서도 두 협약의 관련 규정은 대조적이다. 즉, 외교관계 비엔나협약 

제39조 제2항은 공적 행위를 “사절단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act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as a member of the mission)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협약 제3조는  

“외교사절단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것들로 구성된다.”(the functions 

of a diplomatic mission consist inter alia in...)라고 규정함으

로써 외교직무(diplomatic functions)의 범위를 완벽하게 제시하고 

151)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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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 그 결과, 외교관의 공적 행위는 그 범위를 한정짓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사관계 비엔나협약 제43조 제1항은 사의 공적 

행위를 “ ‘ 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act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무

엇이 ‘ 사’직무(consular functions)를 구성하는가에 관해서는 사관

계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과는 달리 사직무에 관한 완벽한 목록

(exhausive list)으로 해석된다. 비엔나회의 기간 중 브라질 대표는 협

약 제43조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 사’직무(consular functions)

를 ‘공적’직무(official functions)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 으나 실패

하 다. 요컨대, 사는 파견국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 면제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행위 중에서도 단지 ‘ 사’직무

에 관해서만 면제를 향유한다.

둘째, 사관계 비엔나협약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는 특별히 

(a) 사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as an 

agent of the sending state)체결한 것이 아닌 계약으로부터 제기되

는 민사소송, 그리고 (b) 접수국 내에서 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등, 두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셋째, 사에게는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두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조치나 형벌도 가할 수 없다. 그리고 사는 자신의 사임

무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증언을 하거나 또는 그 사항에 관한 

공적신서 및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넷째, 사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그리고’ 권한있는 사법당국의 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하거나 미결구속 할 수 있다.

다섯째, 사의 주거와 개인적 서류에 대해서는 불가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째, 사공관의 불가침성과 관련하여 “화재 및 기타 신속한 보호조

치를 필요로 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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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사공관의 수용과 관련하여, 접수국은 사직무의 수행에 방

해가 되는 것을 피하며 또한 신속․충분하고 실효성있는 보상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사기관의 공관이나 비품․재산 및 수송수단을 국방 또

는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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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된 용어

1.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국제법상 분쟁의 사법적 해결이란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의미

한다. 국제재판이란 국제재판소가 일차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분쟁당

사국들에게 구속력있는 결정(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총칭하기 위한 개념

이다. 즉, 사법심사는 국가간의 분쟁을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

써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를 재판소

가 담당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

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 

▶ 국제재판

국제재판이란 국제범죄나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심리 판결하는 국제재

판소의 활동을 말한다. 국제재판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며 국가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보장하자는 데 있다. 국제재

판은 그것이 진행되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유엔국제사법재판, 유럽국제

사법재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군사재판, 형사재판, 민

사재판, 인권재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 시기 국제재판과 관련한 유

일적인 소송법상의 법전은 없다. 국제재판과 관련한 재판소의 구성과 재

판절차와 방법,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한 국제재판소규정에 

준한다. 국제재판의 대상문제 즉 사건의 성격문제도 해당 재판소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제재판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개

국가이다. 그러나 일련의 경우들에는 국제기구와 개별적 사람들도 당사

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재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그러나 재판소

규정에서 규정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에서 처리될 수 있다.

▶ 국제재판조약

국제재판조약이란 국제분쟁을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속절

차를 규제한 조약들의 총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조약들에 따라 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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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해당 분쟁을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관한 

조약, 당사자들의 합의, 재판소의 구성방법, 소송제기절차, 판결의 집행 

등이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재판조약은 여러 국가들간의 다방조

약의 형식을 띌 수 있고, 개별적 국가들 상호간의 쌍방조약의 형식을 띌

수 있다. 대표적인 다방조약들로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

약(1899년, 1907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1920년), 국제분쟁의 평

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1928년), 유엔국제사법재판소규정(1945

년)들을 들 수 있다. 쌍방조약은 19세기 말 이전까지 주로 분쟁 당사자

국들간의 평화조약이나 통상항해조약들에 개별적인 장, 절, 조항의 형식

으로 존재하여 왔으나, 그 후 독자적인 조약의 형식으로 발전하 다. 최

초의 독자적인 조약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은 1899년 브라질과 

칠레간의 재판조약이다. 국제재판조약은 당사국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진

다. 국제재판조약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그 실질적의

의가 검증된 것으로 하여 오늘 국제관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국제재판의 당사자

국제재판의 당사자란 국제재판의 원고 또는 피고로 나설 능력을 가진 

대상을 말한다. 국제재판의 당사자로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만이다. 

국제재판의 당사자의 징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담당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이다.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담당자로서의 충분

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뿐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도 제한된 범

위에서 국제재판의 당사자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기구회원국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구규약이나 헌장 그리고 기타 기구문건들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국제재판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 개별적 사람도 

국제재판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중아메리카사법재판소설치

에 관한 조약과 제1차 세계대전후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는 개인의 소송제

기권을 인정하 다. 그리고 유엔국제사법재판소도 개별적 사람이 국제재

판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범자들

이 국제재판에 나섰던 것을 비롯하여 개별적 사람들이 국제재판의 당사

자로 등장한 실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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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의 판결

국제재판의 판결이란 국제재판소가 사건심리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론

을 말한다. 국제재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제재판의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계와 국제법전문

가들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며 유엔헌장 제94조 제1항에도 명백히 규정

되어 있다. 국제재판의 판결은 제기된 해당 사건과 그 사건의 당사자들

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의하면 본 재

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본질

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판결 후에 알려졌다면 당사자들의 요구

에 따라 재심에 회부될 수 있다. 이때 재심에 대한 요구는 판결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때로부터 6월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국제재판판결의 효력발생시기와 소멸시기, 소급효력, 시효와 관련

된 문제는 국제조약이나 국제재판소규정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

재판소판결의 효력은 사건당사자들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소송법상 절차

에 따라 인정되는 국내재판판결의 효력과는 달리 국가들 자신이 인정하

고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다. 만일 판결이 

한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판결을 집

행함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한 국제적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국제사법규범들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1893년부터 소집되어 오

던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는 1951년에 상설적인 국제기구로 정식

발족하 다. 기구의 목적은 국제사법규범들을 법전화하는 사업을 촉진시

키는데 있다. 1951년에 채택되어 1955년에 효력을 발생한 기구규약에 

의하면 기구는 국제사법의 법전화를 위한 네덜란드국가위원회의 지도밑

에서만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4년에 1차씩 네덜란드정부에 의

하여 소집된다. 주요기관으로서는 상설서기국이 있다. 상설서기국은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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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2명의 서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구는 1951년부터 1981년까지 

1954년 민사소송문제에 관한 협약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다방협약들을 

채택하 다. 회원국은 30여개국이다. 기구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이다.

▶ 상설국제사법재판소

1920년 국제연맹이사회는 연맹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가위원회

를 임명하여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기초를 맡겼다. 이 기초작업에는 

이사회와 제1회 국제연맹총회도 관여하 다. 그 후 성립된 재판소 규정은 

국제연맹 규약과는 별도로 서명의정서를 첨부하여 각국이 서명하도록 개

방하 다. 1921년 9월의 총회와 이사회에서 재판관(재판관 11명, 예비 

재판관 4명)의 선거가 있었으며, 재판소는 이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 다. 

국제연맹규약 제14조에 따라 1921년에 국제연맹의 외부기구로 네덜란

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어 19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 다. 유엔국제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재판소는 나라들간의 분쟁을 재판의 방법으로 평화

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본임무로 하 다. 재판소는 연맹구성국들의 선거

에 의하여 9년을 임기로 하는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는 활동을 

위하여 연맹의 주요기구인 총회나 이사회, 사무구과 달리 독자성을 유지

하 다. 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네덜란드 침공으로 활동을 

중지하 다. 

이 재판소는 국제분쟁에서 당사국이 부탁하는 것을 재판하는 권한과 

더불어, 국제연맹의 이사회나 총회가 자문을 구하는 분쟁 또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939년 12월에 최후의 공

개정을 열었으며, 이것이 존립하는 동안 37건의 판결과 28건의 의견을 

제시하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새로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치되

었는데, 이 재판소의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

므로,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상설재판소의 계속이라 할 수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란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1945년에 창설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을 말한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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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

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

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

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

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란 1899년의 제l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에 의거하여 1901년에 설립된 국제중재재판소를 말한

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 방법으로서의 중재재판은 20세기에 접어들

면서 크게 발전하 으나, 중재재판에 대한 부탁은 원칙적으로 당사국 사

이의 특별한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재판소도 그때그때 의

뢰되어온 사건만을 취급하 다. 1899년의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는 분

쟁의 평화적 처리 방법에 관한 법전화라고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약

을 제정하 다. 이 조약에서는 당사국이 특별한 재판소설치에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중재재판 사건에 관해서 권한을 지니는 상설중재재판소를 

조직할 수 있게 규정하 으며, 이것은 1907년의 조약에서도 그대로 유

지되었다. 

그러나 상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소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판관의 명단을 비치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각 조약 당사

국은 비치된 재판관 명단에서 각기 4명 이내의 재판관을 선정하여, 이 

선정된 재판관으로 비로소 재판소가 구성되어 사건의 재판을 하게 된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에 따라 종래 맡아온 임무

가 대폭 감소되기는 하 다. 그러나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와 더불어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

가와 개인(특히 민간회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이 제도의 이용이 가

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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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란 국제적으로 기본인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

직된 국제사법기관을 말한다. 국제인권재판소는 그 조직에 관한 국제조

약에 따라 설립된다. 대표적인 국제인권재판소들로서는 유럽인권조약에 

따라 나온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조약에 따라 나온 미주인권재판소

이다. 국제인권재판소는 조약에 근거하여 판사회의에서 소송과 관련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제인권재판소는 피해자나 유관국가의 제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통한 심리를 진행하고 해당한 판결을 내린다. 국제인

권재판소의 판결은 인권재판소설립에 관한 조약을 승인한 국가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그러나 실제실천에서 국제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이 국가

와 대등한 당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국가들의 견해로 

하여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 국제인권규약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조약. 민사,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이

루어져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35개국이 서명, 비준함으로써 1976년에 효력을 발생하 다. 

국제인권규약은 정치적 신분에 대한 자결, 생명에 대한 법적보호, 고문, 

노예생활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의 금지, 거주지선택의 자유, 법앞에서의  

평등,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혼의 자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

에 대한 지향의 자유, 노동의 자유 등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

제인권규약은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인

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국제법적 규범으로 되고 있다. 

▶ 국제군사재판

국제군사재판이란 전쟁과 평화, 인도에 관한 죄를 단죄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재판을 말한다. 전쟁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을 그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군사재판은 패전국에 대한 전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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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한 형태로 승전국에 대하여 직접 집행된다. 재판소구성과 전범자

기소, 해당행위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결정, 형벌의 부과, 판결의 집행 

등 모든 재판활동이 오직 승전국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 역사적으로 

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두 번 진행되었는데 그 하나는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 사이에 진행되어 19명의 독

일전범자들을 처형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며 다른 하나는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 사이에 진행되어 25명의 일본전범자들

을 처벌한 도쿄국제군사재판이다. 

▶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25년 열국의회동맹 제23차 총회 때 상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

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프랑스․소련 등 13개국 서명, 미발효)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

택하 고 UN 총회에서 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

법위원회)에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하 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6

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50년 ILC로부터 

동재판소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ICC 관할

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소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 다. 그러나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

하 다.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라 함)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s : 이하 ICC규정이라  

함)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 다. 

ICC는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된 상설적인 국제형사법원

으로서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말하여, 개

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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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solution F, para 7, U.N. Doc. A/CONF. 

183/10 (1998)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 평가한다면 

19세기 말 20세기초의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으로서 국제법의 위반에 대

해 국가만이 책임을 지고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

하 다. 그러나 독일 나찌정권과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이 자행한 끔찍한 

범죄를 목격하게 되었고, 2차세계대전 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동경재판소를 설립하여 이들을 

처벌하 다. 이 두 재판소는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재판소가 직

접 처벌한 사례로서 국제법이 개인에게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재판소는 상설재판

소가 아닌 전쟁 후에 임시로 설립된 임시재판소로서 ‘사후처벌’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일어났던 구유고 지역과 르완다에서

의 종교적, 인종적 갈등과 학살은 세계인류에게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고 잔혹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임시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설국제형사재판소는  

임시재판소의 한계로서 여겨졌던 사후처벌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을 국제재판소에서 직접 추궁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의

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5월 헤이그에서 ICC 설립을 위한 연합캠페인을 시작하 고 

세계 각국에 ICC 인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1953년에 작성한 

ILC 개정 초안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배자, 공무원,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조약․

특별합의서 또는 일방적 선언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범위의 관할권이 있

으며, 범인의 본국과 행위지의 국가가 함께 관할권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이나 인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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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공평하고 유효하게 심리․처벌하기 위해

서는 ICC의 설립이 필요하나 많은 나라들이 장래 자국 지도자나 국민이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그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용어해설

(1) 구 성 

▶ 재판관

재판소는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으며, 자국에서 최고재판소에 임

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 있는 법학자들” 중에서 선출되는, 15

인의 ‘독립적’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단, 2인의 동일국가의 국민을 포

함할 수 없다.152)

재판관의 선출방법의 기본절차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각 국별재판관단과 

‘상설중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UN회원국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성되

는 각 국별재판관단’에 의하여 지명된 후보자들을 놓고, 서로 독립하여, 

그리고 이론상 동시에 소집되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회의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 선거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

사국간에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 즉 거부권이 행사될 수 없다. 전체적으

로 재판관단은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는 방식으

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53)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단,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5인의 임기는 3년 그리고 다른 5인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

로 함으로써, 재판소는 3년마다 5인씩 교체되고 있다. 재판관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사건은 끝내야 한다.

15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조, 제3조

153)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조~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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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사임할 수 있다.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재판관의 후임으로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 재직한다. 재판소는 3년 임

기로 재판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하고,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154)

▶ 국적재판관 

재판관은 자국 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155). 이 경우 그 재판관을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이라 한다. 

▶ 임시재판관(judge ad hoc)

임시재판관이란 특정사건에서 ICJ에 국적재판관이 없는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오로지 당해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선임하는 재

판관을 말한다.156)

임시재판관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으로만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임시재판관도 ICJ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ICJ재

판관과 동일한 독립성이 요구된다. 다만, 정치적 또는 행정적 임무의 수

행과 전문적 성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임시재판관은 당해 사건에 있

어서는 ICJ재판관과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의 결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사건이 종료되면 즉시 그 지위를 상실한다.

(2) 재판부

ICJ의 재판부는 다음과 같다.

▶ 전원재판소

ICJ규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재판소에 의한다. 

전원재판소의 정족수는 9인이며, 따라서 최소 9인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명령에 응할 수 있는 재판관의 

154)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13조~제21조 참조

155)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1조

156)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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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1인 아래로 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는 사정에 따라 그리

고 순번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을 면제해 줄 수 있다.157)

▶ 특정부류재판부

특정부류재판부란 ‘특정부류의 사건’(particular categories of cases), 

예를 들어 노동사건, 통신 및 교통에 관한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3인 이

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법정으로서, 재판소는 이같은 재판부를 수

시로 설치할 수 있다.158)

▶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ad hoc chamber)란 ‘특정사건’(a particular case)을 

다루기 위하여 구성되는 소법정으로서, 재판소는 이같은 재판부를 언제

든지 설치할 수 있다.

▶ 간이재판부 

간이재판부(chamber of summary procedure)란 당사국들의 요청

에 의하여 간이절차로 재판을 행하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법

정으로서, 재판소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출석할 수 없는 재판관을 대리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59)

위의 특정부류재판부, 특별재판부, 간이재판부이라는 소법정의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3) 관 할

(가) 사물관할권 : ‘법적 분쟁’

ICJ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157)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5조 제1항

158)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6조 제1항

159)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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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성격은 분쟁 전체가 법적 분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분쟁

이 정치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8조 상의 ‘contentious’라는 용어를 일본식 

표현인 ‘쟁송사건’ 대신 ‘분쟁사건’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나) 당사자관할권 

①국 가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오직 국

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기구나 개인은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소는 ICJ규정의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ICJ규정 당사국은 다시 당

연 당사국인 UN회원국과 ICJ규정만의 당사국으로 구별된다. UN비회

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승인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160)

ICJ규정의 비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ICJ에 제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조건은 제시할 수 없다. 비당사국에 대

해서는 선택조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국가들의 ‘합의에 의한 동의’

▶ 임의관할의 원칙 

임의관할의 원칙이란 재판소는 분쟁국‘들’이 회부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고, 분쟁국들 모두가 ICJ규정의 당사국일지라도 자동적 관

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ICJ가 실제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분쟁당사국이 ICJ규정 제

3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ICJ의 관할권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ICJ규정 제36조 6항은 ICJ에 관할권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재판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0) 국제연합헌장 제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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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탁에 관한 사후적․묵시적 동의 : 확대관할권

재판부탁합의(compromise)에 대한 동의는 사후에 묵시적으로도 가

능하다. 일방의 제소에 대한 응소는 추후의 묵시적 합의로서 인정되며, 

이를 확대관할권이라 한다. 

확대관할권은 PCIJ 상부실레지아에 있어 소수민의 권리에 관한 사건

을 통해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확대관할권은 외견상 강제관할권으로 

보이나 실제는 임의관할의 확대이다. 

▶ 보충원칙 : 강제관할권

강제관할은 UN헌장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분쟁이나 당사자간

에 동의 없는 조약 혹은 ICJ자체규약에 의해 성립한다.

▶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 : 선택조항161)

ICJ규정 제36조 제2항으로서 이 조항에 의하면, 각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의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

재, 손해배상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ICJ의 강제관할의 수락을 선언

할 수 있다.162) 이러한 수락선언을 행한 국가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상호주의) 당연히 그리고 특별한 합의 없이 재

판소의 강제관할(상대방의 일방적 부탁에 의하여 응소의무가 발생)에 복

종한다. 

독도 분쟁에 있어 일본은 선택조항 수락국이며 한국은 수락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은 ICJ에 독도 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재판소의 강제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서 재판조항 또는 

재판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선택조항이다.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다는 것은 상호주의원칙을 의미하며, 일방적 선

언이 똑같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할 것을 의미한다. 

16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2항

162) 구 소련 및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수락선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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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락의 의사표시는 UN사무총장에게 서면수락서를 기탁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선택조항의 수락에 관한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관할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회가 있더

라도 재판소의 관할권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건․기한 및 기타 유보를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적 유보의 적

법성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선택조항의 수락 대상은 i)조약의 해석, ii) 국제법상의 문제, iii) 입

증되면 국제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 iv)국제배상의 성질 및 범위이다.

▶ 약정관할권 

약정관할권이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사이에 응소의무를 내용

으로하는 재판조항을 말한다.

▶ 재판조항

재판조항이란 국제재판 이외의 보통의 조약, 예를 들면 통상조약 등에

서 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 또는 일반적으로 당사국간에 

생기는 분쟁을 국제재판에 부탁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를 중재조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그 조항에 해당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당사국은 

국제재판조약을 체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업무를 가지게 된다. 국

제재판조항은 분쟁이 생긴 후에 중재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재판이 개시

되는 임의적 국제재판에서 의무적 국제재판으로 가는 발전과정의 최초로

서 19세기 초부터 채용되기 시작하 다. 

▶ 재판조약

재판조약이란 일반조약과 개별조약이 있으며, 조약 당사국인 양국간에 

있어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분쟁 또는 일정한 종류의 분쟁을 

국제재판에 부탁할 것을 약정한 조약이다. 조약에는 부탁절차와 재판절

차를 규정하고, 또 조정(調停)에 관한 것도 포함시킨다. 이러한 일반적․

포괄적 조약은 최근에 이르러 현저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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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조약, 그것도 개별적 조약이 많았으나 점차 일반적 국제재판조

약이 현저해지고 있다. 

▶ Monetary Gold원칙

당사자들의 동의로 재판소에 사건이 부탁된 경우일지라도 분쟁의 주제 

또는 내용이 제3국에게도 똑같은 관심사항이거나 또는 더 큰 관심사항인 

경우 이러한 제3자를 필수적 공동당사자라고 한다. 재판소는 필수적 공

동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한 사건을 결정짓기를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이유에서 재판을 거절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Monetary 

Gold원칙이라고 한다. 

(4) 소송절차

①서류예심과 구두변론절차로 구성(공용어는 어와 불어)

②당사국은 ICJ에서 대리인에 의해 대표된다.

③금반언(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면 결석재판제도가 인정된다.

④ICJ의 관할권을 부인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선결적 항변이 인정된다.

⑤재판소는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가보전조치(imterom measure of 

protection)를 취할수 있다.

▶ 궐석재판

불참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그 결정의 결과를 감수하여야만 한다. 불참

한 국가는 절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계속하며 출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국가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치고 그리고 규정 제59조에 따라서 

판결에는 구속된다. 그러나 판결이 자동적으로 출정국에 유리하게 내려

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판소는 규정 제53조 2항에 의해 출정국의 

청국가 사실상 및 법률상 충분히 근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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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절차에 결석하고 있지만 불참국이 자주 규칙에서 의도하

지 않는 방법이나 절차에서 서한 또는 문서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형

태로 견해가 표명되었든 양당사자의 견해를 아는 것은 재판소로서는 중

요하다. 나아가 일방의 당사자가 불참하는 경우 모든 입수 가능한 사실

을 입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재판소의 책임이다. 다른 한편, 

분쟁당사자의 평등은 재판소에 의해 기본원칙임을 재판소는 강조하여야 

한다. 규정 제53조의 의도는 불참의 경우에는 어느 쪽 당사자도 불리한 

입장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정을 거부한 당사자는 결석

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출정한 당사자

를 불리한 입장에 두기 때문이다. 

(5) 판 결

(가) 판 결

판결은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casting vote)을 행사

한다.163)

판결에는 판결이유를 적시하고,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을 기재

한다.164) 판결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관은 개별 의견(seperate opinion)을 표

명할 권리를 가진다.165) 개별의견은 판결 자체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과 판결 주문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에 있어 상이

한 의견(individual opinion)을 포함한다.

심리절차와 판결 및 그 이유는 공개가 원칙이나, 판결을 위한 평의는 

비공개이며 비 로 한다.166)

163)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5조

164)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6조

165)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7조

166)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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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의 효력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해 분쟁당사국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167) 즉,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이를 해석해야  

한다.168)

그러나 재심은 가능하다. 재심청구는 그 사실을 발견할 날로부터 6개

월이내에 또는 판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169)

(다) 판결의 집행 

⊙ 승소국에 의한 집행 : ICJ의 판결의 집행은 일차적으로 승소국에 

의한다.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집행 : 승소국은 패소국의 불이행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게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안전

보장이사회는 그 제소가 이루어지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

결을 집행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

다.170) 이러한 조치에는 제7장의 비군사적 제재조치171)는 물론 군

사적 제재조치172)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총회에 의한 집행 : 총회는 헌장 제10조의 일반적 권한 및 제11조

에 규정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권한에 입각하여 승소국의 요청

이 있는 경우 이를 토의할 수 있고, 패소국에 대해 그 이행을 권고

하거나 그 밖의 UN회원국에 대해 패소국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167)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9조

168)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0조

169)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1조 제2항, 제3항

170) 국제연합헌장 제94조 제2항

171) 국제연합헌장 제41조

172) 국제연합헌장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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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에 의한 집행 : ILO헌장은 당사국이 ICJ의 판결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ILO이사회가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ILO총회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AO협약도 

ICAO총회는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투표권

을 정지할 수 있다.

▶ 권고적의견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쟁송사건의 처리 이외에 UN기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따. UN헌장 제96조에 기초하여 안보

리 및 총회, 또한 UN의 기관 및 전문기관은 충회의 허가를 얻어 그 활

동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

청할 수 있다. 즉, ‘권고적 의견’은 국제기구가 ICJ에 법률적 판결을 요

구했을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이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 결정투표권(casting vote)

결정투표권이란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말한다173).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

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174) 국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이 결정권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의장은 투표권만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의회 등에서 양대 당

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제3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결의 가부를 

좌우할 경우도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173)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12조 제4항

174)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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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심175)

재심(revision)이란 판결당시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사

건을 완전히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의 재심청구는 “판결시에 

재판소와 재심청구를 하는 당사자 그 어느 쪽도 알지 못하 던 결정적 

요소인 중요한 사실의 발견”(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을 이유로 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재심절

차는 새로운 사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이 새로운 사실이 사

건의 재심을 요구하는 성질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청이 이같은 이

유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재판소의 판결로 개시된다.

▶ 개 정

개정이란 재판의 시작을 말한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

지만,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하고 자

기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176).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177). 또한 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응할 수 있는 재판관의 수가 11인 미만으로 감소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규칙은 상화에 따라서 윤번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178). 

▶ 심리(heard)

심리179)란 법률상 재판, 즉 한 국가의 법률에 다른 판결 이전에 행하

는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공식적 심사 행위를 말한다. 

175)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1조

176)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2조

177)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5조 제1항

178)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5조 제2항

179)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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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원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치안판사 앞에서 사건의 발단에 후

속해 배심없이 행하는 모든 공식적 절차를 가리킨다. 그 경우에 치안판

사나 법관은 피고의 출석하에 당해 사건에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화시

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심리가 공정하고 신

속한 재판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해야 된다. 

▶ 동료(colleagues)180)

colleagues의 사전적 의미는 동료이지만, 본 조항에서 나오는 재판관

의 다른 동료라고 하여 일부에서는 ‘다른 재판관’으로 번역하고 있다.

▶ 조서(minutes)181)

조서란 회의나 위원회 등의 의사록을 말한다. 일반적 의미로서의 조서

(Protokoll) 즉, 소송절차의 경과․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 위탁(entrust)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위탁182)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위탁은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위탁매매․운송․신탁․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

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르다. 위임에서는 위임자․수

임자라 하고, 신탁에서는 위탁자․수탁자라 한다. 

180)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1조 제6항

18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7조

18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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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evidence)183)

evidence는 본래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건), 증언, 증인 등 여러의미

로 쓰일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evidence는 어떤 주장이 진실인

지 허위인지를 나타내지만, 완전하게는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 내지 정보

를 말하며 proof는 의문의 여지없는 확실한 증거를 말한다.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을 뜻하는 법률용어로서 

testimony가 있다.

▶ 인증, 서증(oral or written evidence)184)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란 ‘oral evidence’라고 하여 증언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인증(認證, attestation)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52조 상의 인증은 이와는 다른 내용이므

로 증언으로 해석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서증은 어표기 그대로 문서로 된 증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서증

이라는 일본식 표현 대신 ‘증거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으

로 용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증이라는 해석보다는 증거서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83)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2조

184)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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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

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간의 분쟁을 규율하는 법규범체라는 사실 외에도 

제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도 국제법의 역

할은 증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의 중요성 뿐 아니라 국내법 

체제에 있어서도 국제법은 과거와 달리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최근

의 많은 국내법들은 국제조약의 체결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화 

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국내법이 국제법에 위반하는 경우 국내법과 국

제법의 정합성이라는 차원에서 국내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인권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의 인권보호는 국내입법을 통해 이

행되며 국제법에 위반되는 경우 국내기관을 통해 국내법은 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혹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이 국내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률용어체계에 맞지 아니하거나 국제법의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도 국제법에 대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

대로 차용되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쓰이는 국제법 용어

도 있다. 이러한 국제법 용어들은 국제법 용어의 순화의 차원과 동시에 

일반 국내법과 동시에 일반 국제법 체제에 맞는 용어로 개선 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는 국제조약 중 일반성을 띄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조

약법과 외교관계․ 사관계에 관한 기본 조약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규

정을 중심으로 국제법 일반 강학상의 체계로 그 용어를 연구하 다. 

우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관련 용어로서 제6조 제1항은 “헌법

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여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

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확립된 

국제관습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국제법상 국제법규는 국



Ⅷ. 개선방향

166

제법의 연원인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을 통해 형성된 법규범체라는 것

을 감안한다면 이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고 국제관습법이라는 표현

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60조는 국

제기구를 표현하면서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여 국

제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번역

본들은 모두 국제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국제법 체제에서도 

국제조직이라는 용어보다는 국제기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

후 헌법 개정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조약의 일반적 해석 과정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연합헌장의 people이라는 용어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유엔헌장에는 전문을 포함하여 제1조, 경제적 사회적 국제협력을 다룬 

제9장 제55조, 비자치지역과 신탁통치지역관련 규정인 제73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등에서 people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

으며 그 해석도 국민, 주민, 민족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조 2항의 peoples의 해석에 있다. 원 

표현은...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으로 해석은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또는 “인민의 평등

권 및 자결의 원칙”으로 되고 있다. 본 규정인 제1조의 제목은 국제연합의  

“목적”이므로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은 국가간의 우호를 발전시키고 세계평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초가 되는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간의 우호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사람의 평등권을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하나 사람의 평등권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원문에서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은  

두개의 원칙(principle)으로 principle of equal rights of peoples

과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양자를 포함하고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후자인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은 국제법상의 민족자결의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하며 principle of equal rights of peoples 역시 민족평등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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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제73조, 제76조, 제83조에서는 people

이 주민이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제73조는 제11장 “비자치지

역에 관한 선언” 관련 규정이며 제76조, 제80조, 제83조 및 제88조는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와 관련된 규정이다. 또한 역시 제12장 “국제

신탁통치제도”와 관련된 규정으로 제80조에서는 people이 국민으로 해

석된 것 역시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people을 신탁통치지

역을 포함한 비자치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며 주민이라

고 하고 제80조에서는 “any states or any peoples”라는 문구상 “국

가 또는 국민”이라고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탁통치

지역이나 지자치지역이 국가 내의 독립된 관할권 상의 지역이 아니라 대

부분 국가 자체임을 감안한다면 굳이 국내법상 특정 지역을 거주민을 표

현하는 주민을 사용 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용어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국제조약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차

용한 경우가 있다. 이는 국내법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주로 송달, 

계쟁, 인낙, 석명 등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재판절차 등에서 나타

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 역에서 해 밖의 contiguous zone을 일반

적으로 접속수역이라고 하나 이는 일본의 “ 해 및 접속수역관련법규” 상

의 용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인접수역 등으로 달리 부를 수도 있을 것

이다.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용어 뿐 아니라 문장 역시 지

나치게 긴 경우 원 의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자의 순화라는 차

원에서 분절하여 해석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뿐 

만 아니라 지나치게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무

엇보다도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

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간혹 국제법조약의 해석을 국제법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맡기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용어보다 해당 분야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조약의 국내 정착 과정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국제법 전

문가의 양자의 협력이 공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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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순화 또는 개선의 노력은 국제법 용어의 일반해설서 또는 외국

의 예와 같이 국제법 백과사전으로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용어집 또는 국제법 백과사전은 국제법학계의 숙원사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능력상 극히 제한된 수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용어를  

연구하 을 뿐이다. 추후 많은 유능하신 국제법학자들의 노력으로 국제법 

백과사전이 발간되기를 기원하며 본 졸고가 향후의 연구 작업에 밑거름

이 되기를 기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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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n droit  정당(正當)하게.

a contrario  반대로.

a contrario sensu  반면에.

a fortiori 더욱 더; 더 유력한 논거가 되는.

a posteriori  귀납적(歸納的)으로; 후천적으로.

a priori
연역적(演繹的)으로; 

선험적(先驗的)으로.

ab ante 사전(事前)에; 미리.

ab ~부터.

ab initio  처음부터.

absente reo 피고(被告) 부재(不在)리에.

absit invidia  악의(惡意) 없이.

actiones legis  법률행위(法律行爲); 정당한 행위.

ad hoc  특별한 목적을 위한.

ad interim 당분간; 잠정(暫定)적인; 임시(臨時)의.

ad quem  ∼까지.

ad referendum

추가(追加)적인 고려(考慮)를 요하는; 

최종결정권자(本國政府등)의 승인을 

조건(條件)으로 하는.

ad rem 적절한; 적절하게.

ad valorem  가격에 따른.

agenda 의제 : 해야할 일.

alieni generis  다른 종류의.

alio intuitu  다른 관점(觀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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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ter  달리; 다른 점에서.

altum mare  공해(公海).

amicus curiae  법정(法廷)의 친구.

amor patriae  애국심.

arguendo (arg.)  논의(論議)상 ∼라고 가정해서.

bellum justum  정당(正當)한 전쟁.

bellum legale  합법적(合法的)인 전쟁.

bona fide  
진실하게(진실한); 선의(善意)로 

(선의의).

bona fides  진실성; 성의.

carte blanche   백지(白紙)위임(장).

casus foederis  조약상의 사유(事由).

casus fortuitus  우연적(偶然的) 사건.

casus omissus  관련 법규정(規定)이 미비된 사항.

causa sine qua non  필연적(必然的)인 원인.

circa (c. or ca.)  경(頃).

codex  법전(法典).

comitas  예의(禮儀); 예양(禮讓) 

commune bonum  공통의 선(善).

conditio sine qua non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조건(條件)

consensu omnium  만장일치(滿場一致)로.

consensus facit lgem  합의(合意)는 법(法)을 만든다.

constructio legis non facit 

injuriam. 

법(法)을 해석(解釋)함에 있어서는 

제삼자(第三者)의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consuetudo est optimus interpres 

legum.  
관습은 법의 가장 훌륭한 해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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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etudo loci observanda est.  
지방(地方)의 관습(慣習)은 

준수(遵守)되어야 한다.

consuetudo praescripta et 

legitima vincit legem.  

오랜 관행(慣行)에 의하여 

승인(承認)되어진 관습(慣習)으로서 

합법적인 것은 법(法)에 우선한다.

consuetudo regni Angliae est lex 

Angliae.  

국(英國)의 관습(慣習)은 국(英國)의 

법률(法律)이다.

contra mundum  전세계에 대항(對抗)하여.

conventio privatorum non 

poppppotest publico juri 

derogare.  

사인(私人)간의 합의(合意)로써, 

공공(公共)의 권리(權利)를 폐(廢)할 수 

없다.

conventio vincit legem.  계약(契約)은 법률(法律)에 우선한다. 

coram populo  공개(公開)적으로.

coup de th tre   뜻하지 않은 돌발(突發)사건.

cujus est commodum, ejus est 

onus.

이익(利益)을 향수(享受)하는 자는 

손해(損害)까지도 부담(負擔)한다.

de bene esse 조건부(條件附)의; 잠정적(暫定的)인.

de facto  사실(事實)상의.

de jure  
법률(法律)상의; 권리(權利)에 의한; 

정당한.

de minimis 혹은 de minimis non 

curat lex  

법률은 사소(些少)한 사항에 대해 

관여(關與)치 않는다는 원칙.

de novo  다시.

de verbo in verbim  축어(逐語)적으로.

dicta  부수(附隨)적인 의견.

e contrario (ex contrario) 반대(反對)로.

erga omnes 
모든 사항(사람)에 대한; 예외없이 

적용되는; 대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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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기타.

et cetera(etc.)  등등(等等).

et sequentes(et seq.) 이하(以下) 참조.

et sic ulterius 등등(等等).

ex aequitate  형평(衡平)에 의거하여.

ex aequo et bono  공평(公平)과 善에 따라.

ex ante  사전(事前)에; 사전적인.

ex continenti  즉시.

ex curia 법정(法廷)밖에서.

ex facto  사실상.

ex fictione juris 법적 의제(擬制)에 의해.

ex hypothesi  가설(假說)로서.

ex lege  법에 따라.

ex legibus  법에 따라.

ex officio  직권(職權)에 의하여; 직권상의.

ex parte   
일방 당사자(當事者)에 치우친; 

일방적인.

ex post facto  
사후적(事後的)으로(사후적인); 과거로 

소급(遡及)하여.

ex proprio motu  자발적(自發的)으로.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부정(不正)한 원인(原因)에서 

권리(權利)는 발생치 않는다.

ex utraque parte  양쪽 모두.

exempli gratia(e.g.)  예(例)를 들면.

extra vires  월권(越權)의.

factum probans  입증사실(立證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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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tur facinus qui judicium 

fugit. 

공판(公判)에 출정(出廷)치 않은 

자(者)는, 그 죄(罪)를 자백(自白)하는 

것이다.

fides servanda est  신의(信義)는 지켜져야 한다.

flagrante delicto  현행범(現行犯)으로.

force majeure  불가항력(不可抗力).

habeas corpus  
출정(出廷) 장(令狀)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구속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장.)

hac lege  이 법(法) (또는 조건(條件))에 따라.

hic et nunc  현 상황(狀況)하에서.

hostis humani generis  인류(人類)의 적(敵).

ibidem(ibid.)  같은 장소(場所)에; 같은 책에.

id est (i.e.)  즉.

ignorantia juris (legis) neminem 

excusat  

아무도 법을 몰랐다고 해서 

용서(容恕)받지 아니한다.

imprimis  첫째로; 무엇보다도.

in continenti  즉시.

in contractibus, tacite insunt 

quae sunt moris et 

consuetudinis.  

관행(慣行)은 계약(契約)의 

묵시적(黙示的) 조항(條項)이다.

in delicto  잘못을 저지른.

in facto  사실(事實)상.

in fine  최후에; 결국.

in principio 시초(時初)에.

in re  ∼에 관해서.

in se  본질적(本質的)으로.

inter alia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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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pares  동등(同等)한 자들간의.

inter partes  당사자(當事者)간의.

inter se  상호(相互)간에.

intra vires  권한 범위내의.

ipso facto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ipso jure  법(法) 그자체로 인하여.

judicium semper pro veritate 

accipitur 

판결(判決)은 항상 정당(正當)한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jus belli  전쟁법(戰爭法).

jus bellum dicendi  전쟁선포권(宣布權). 

jus civile  민법(民法).

jus cogens  강행 규범.

jus gentium 국제법(國際法).

jus praesens  기득권(旣得權).

jus represen-tationis 대표권(代表權).

jus sanguinis  속인주의(屬人主義).

jus soli  속지주의(屬地主義).

jus tertii  제3자의 권리.

justa causa  정당한 이유(理由).

legatos violare contra jus 

gentium est 

대사(大使)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국제법에 반한다.

leges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subveniunt  

법은 권리(權利)위에서 잠자는 자를 

돕지 아니한다.

lex domicilii 거주지(居住地) 법.

lex fori  법정지법(法廷地法).

lex loci actus  행위지법(行爲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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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 loci contractus  계약지법(契約地法).

lex loci delictus  불법행위지법(不法行爲地法).

lex non scripta 불문법(不文法); 관습법.

lex patriae 본국법(本國法).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후법(後法)은 전법(前法)을 폐(廢) 한다.

lex situs  소재지법(所在地法).

lex solutionis  이행지법(履行地法).

lex specialis derogat legi  
특별법(特例法)은 일반법(一般法)에 

우선한다.

lex uno ore omnes alloquitur. 
법(法)은 만인(萬人)에 차별(差別)을 

두지 않는다.

locus delicti  범행장소(犯行場所)

locus regit actum.  장소(場所)는 행위(行爲)를 지배한다.

mala fide  악의(惡意)로.

mens legis  법의 정신(精神)

modus operandi  절차(節次); 운용방법(運用方法).

modus vivendi  
잠정협정(暫定協定); 일시적 타협 

(妥協).

motu proprio  스스로; 자발적으로.

mutatis mutandis  
필요한 변경(變更)을 가하여; 

준용(準用)하여.

nemine dissentiente(nem. diss.)  만장일치(滿場一致)로.

nemo judex in re sua (nemo 

debetesse judex in propria causa)  

아무도 자기자신의 

송사(訟事)에서재판관(裁判官)이 될수 

없다.

non est novum ut priores leges 

ad posteriores trahantur.  

전법(前法)이 후법(後法)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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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liquet  배심원에 의한 판결연기 평결.

non obstante ∼에도 불구(不拘)하고.

nullum tempus occurrit regi. 
국왕(國王)의 권리(權利)는, 

시효(時效)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onus probandi  거증(擧證)책임; 입증의무.

opere citato(op. cit.)  앞서 인용(引用)한 책중에.

origine propria neminem posse 

voluntate sua eximi manifestum 

est.

누구도 임의로 국적을 이탈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pacta privata juri publico 

derogare non possunt.  

사인(私人)의 합의(合意)로써 

공공(公共)의 법(法)을 훼손할 수 없다.

pacta sunt servanda  협정은 준수(遵守)되어야 한다.

pactum tacitum 묵계(黙契).

par excellence  더할 나위없이; 특히.

par in parem imperium non 

habet

동등한 자는 여타 동등한 자를 

지배(支配)하지 아니한다.

pars pro toto  전체(全體)를 대표하는 일부(一部).

paucis verbis  간략(簡略)하게 말해서.

pendente lite  소송기간중에.

per annum  1년 단위로.

per diem  일당(日當); 하루 단위로.

per mensem 월별로.

per procurationem  대리(代理)로.

per se 
그 자체(自體)로서; 

본질적(本質的)으로.

persona non grata 주재국정부 기피(忌避)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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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 principii 

논점(論點) 회피(回避); 증명을 요하는 

전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논리학상의 오류(誤謬).

pleno jure  충분한 권리(權利)를 가진.

post factum  사후(事後)에.

post scriptum(PS)  추신(追伸).

prima facie  일견(一見)하여; 자명(自明)한.

privilegium non valet contra 

rempublicam.  

특권(特權)도 공익(公益)에 반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pro bono publico 공익(公益)을 위해.

pro et contra  찬반 양론; 이해득실(利害得失).

pro forma  요식(要式) 행위로서; 형식(形式)적인.

pro rata  비례(比例)하여; 비례한.

pro tempore(pro tem.)  임시(臨時)의; 잠정(暫定)의.

quantum meruit  적정(適正)한 금액.

qui tacet consentire videtur  
침묵(沈黙)하는 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qui tacet consentit  침묵(沈黙)은 승낙(承諾)의 표시

quo erat demonstrandum  증명(證明) 되었어야 할.

quo jure?  무슨 권리로?

quod nullius est, est domini 

regis 

무주(無主)의 재산(財産)은 

국왕(국고)에 귀속(歸屬)한다.

raison d' tat   국가 이성(理性).

raison d' tre   존재이유.

ratio legis    
법률이성(法律理性); 立法의 

계기(契機).

re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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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inter alios acta  타인들간에 행해진 사항.

res judicata  기판력(旣判力); 기결(旣決)사항.

res publica  공화국(共和國).

rex non potest peccare 왕(王)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se defendendo  정당방위(正當防衛)로.

secundum aequum et bonum 정의에 따라서.

secundum legem  법률(法律)에 따라서.

sensu lato  넓은 의미에서; 광의로.

sensu stricto  엄격한 의미에서; 협의로.

sine die  무기한(無期限)으로.

sine dubio  의심(疑心)의 여지(餘地)없이.

sine ira et studio  감정(感情)이나 편향(偏向)됨이 없이.

sine qua non  필수조건(必須條件).

stare decisis 선례구속(先例拘束)의 원칙.

status quo  현상(現狀).

status quo ante bellum  전쟁이전의 상태.

status quo post bellum  전쟁이후의 상태.

stricto sensu  엄격(嚴格)한 의미에서.

sub judice 계쟁(係爭)중인.

sub poena  
불이행시 처벌(處罰)대상인; 

소환장(召喚章).

sub verbo (s.v.)  ∼라는 단어아래에.

sui juris  자신의 권리로서.

summa cum laude  최우등으로.

suo jure  정당한 자신의 권리로서.

terminus a quo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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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us ad quem  귀착점(歸着點); 목표; 결말.

terra incognita  미지(未知)의 땅.

terra nullius  무주지(無主地).

tertium quid  제3국의 것; 중간물.

tertius gaudens  어부지리(漁不之利)를 얻는 제3자.

ubi jus ibi remedium  권리(權利)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權利)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ltra vires  권한(權限)을 넘어서; 월권(越權)의.

uno animo  만장일치로.

ut infra  하기(下記)와 같이.

ut supra  상기(上記)와 같이.

uti non abuti  신사적으로 대우하다.

uti possidetis  현재의 소유권 인정 원칙.

verbatim ac litteratim  축어적(逐語的)으로; 말 그대로.

vi et armis  무력(폭력)에 의해.

via media 중용(中庸).

vice versa 역(逆)으로; 역도 또한 같음.

vide  ∼를 볼것.

videlicet(viz.)  바꿔말하면; 즉.

vis major  불가항력(不可抗力).

vis motiva  원동력(原動力).

viva voce   구두로; 구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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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국제연합헌장 한대비표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and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and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maintaine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AND FOR THESE ENDS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urs, and

국제연합헌장 

전 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

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

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 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

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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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ite our strength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ensure, by the acceptance of 

principles and the institution of 

methods, that armed force shall 

not be used, save in the common 

interest, and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HAVE RESOLVED TO COMBINE 

OUR EFFORTS TO ACCOMPLISH 

THESE AIMS

Accordingly,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rough representatives assembled 

in the city of San Francisco, who 

have exhibited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to the present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do 

hereby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known as the 

United Nations. 

CHAPTER I

PURPOSES AND PRINCIPLES

Article 1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e:

1.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

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

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 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

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 1장  

목적과 원칙

제 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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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2.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3. To achieve international co- 

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4. To be a centre for harmonizing 

the actions of nations in  the 

attainment of these common ends.

Article 2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in pursuit of the Purposes stated 

in Article 1,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

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

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

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민족평등권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

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 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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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2. All Members, in order to ensure 

to all of them the rights and 

benefits resulting from membership, 

shall fulfil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3. All Member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5. All Members shall give the 

United Nations every assistance 

in any action it takes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nd 

shall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any state against which the 

United Nations is taking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6. The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ct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

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

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

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

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

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

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

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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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as may b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7.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settlement 

under the present Charter; but this 

principl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under Chapter Vll. 

CHAPTER II  

MEMBERSHIP

Article 3

The origina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states which, 

having particip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t San Francisco, or 

having previously signed the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 

of 1 January 1942, sign the present 

Charter and ratify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0.

Article 4

1.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 which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and, in  the judgment of the 

Organization,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

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

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

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국의 지위

제 3조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 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

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제 4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

단하는 그 밖의 평화 애호국 모두에 개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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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dmission of any such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will be effected by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which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has been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may b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and privileges may be restored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6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s persistently violated 

the Principles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HAPTER III  

ORGANS

Article 7

1. There are established as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 General Assembly

a Security Council

a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 Trusteeship Council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 Secretariat.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

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5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

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

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

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

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

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 6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

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기 관 

제 7조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

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 이사회․신탁통치

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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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ch subsidiary organs as may 

be found necessary may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rticle 8

The United Nations shall place 

no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men and women to participate 

in any capacity and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in its principal and

subsidiary organs. 

CHAPTER IV

THE GENERAL ASSEMBLY 

COMPOSITION

Article 9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st of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eneral Assembly may 

discuss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rought before 

it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by the Security Council, 

or by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paragraph 

2, and,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2,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any such questions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 8조

국제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 4장

총 회

구 성

제 9조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

된다.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

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

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

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

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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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tate or states concerned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Any such question on which

action is necessary shall be referred 

to the Security Council by the 

General Assembly either before 

or after discussion.

3. The General Assembly may call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o situations which are likely to 

endang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4. The powers of the General 

Assembly set forth in this Article 

shall not limit the general scope 

of Article 10. 

Article 12

1.While the Security Council is 

exercising in respect of any dispute 

or situation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in the present Charter, the 

General Assembly shall not make 

any recommendation with regard 

to that dispute or situation unless 

the Security Council so requests.

2.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consent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notify the General Assembly 

at each session of any matters 

relative to the maintenance of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

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

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

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

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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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hich are being dealt with by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similarly notify the General Assembly, 

or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f the General Assembly 

is not in session, immediately 

the Security Council ceases to deal 

with suchmatters. 

Article 13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initiate studies and make reco- 

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a. promoting international co- 

operation in the political field 

and encourag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b. promoting international co- 

operation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health 

fields, and assisting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2. The further responsibilities, 

functions and power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respect to 

matters mentioned in paragraph 1 

(b) above are set forth in  Chapters 

IX and X.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

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

연합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제13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

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

전화를 장

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

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

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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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the General Assembly may 

recommend measures for the peaceful 

adjustment of any situation, regardless 

of origin, which it deems likely 

to impair the general welfare or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including situations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harter setting for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ceive and consider annual and 

special reports from the Security 

Council; these reports shall include 

an account of the measures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decided 

upon or taken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ceive and consider reports from 

the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6

The General Assembly shall perform 

such functions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as are assigned to it under 

Chapters XII and XIII, including 

the approval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for areasnot designated 

as strategic. 

제14조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

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

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

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

를 포함한다.

제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

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

는 안전보장이 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6조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

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

한다. 이 임무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협정의 승인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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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der and approve the budget 

of the Organization.

2. The expense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borne by the Members 

as apportioned by the General 

Assembly.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der and approve any financial 

and budgetary arrangements with 

specialized ag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57 and shall examine the 

administrative budgets of such 

specialized agencies with a view 

to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agencies concerned. 

VOTING

Article 18

1. Each membe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one vote.

2. Deci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important questions shall be 

made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These questions shall include: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lection 

of the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제17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

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

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 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

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

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

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

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

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의 승인, 회원국

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 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부록】

194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Trusteeship Counci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c) of Article 86,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to 

the United Nations, the suspension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the expulsion of 

Members, question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trusteeship 

system, and budgetary questions.

3. Decisions on other question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additional categories of questions 

to be decided by a two-thirds 

majority,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Article 19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Organization shall have no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if 

the amount of its arrears equals 

or exceeds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due from it for the 

preceding two full years. The 

General Assembly may, nevertheless, 

permit such a Member to vote if 

it is satisfied that the failure to 

pay i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Member.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

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

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19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

체한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

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 어

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

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

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

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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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Article 20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in regular annual sessions and 

in such special sessions as 

occasion may require. Special 

sessions shall be convok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the 

request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1

The General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t 

shall elect its President for each 

session. 

Article 22

The General Assembly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organs as it deem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CHAPTER V

THE SECURITY COUNCIL 

COMPOSITION

Article 23

1. The Security Council shall 

consist of fifteen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China,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절 차

제20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

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

다.

제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5장

안전보장이사회

구 성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

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

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 및 미합중국

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

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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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b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ten other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be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due regard 

being specially paid, in the first 

instance to the contribution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other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nd also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2. The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two years. 

In the first election of the 

non-permanent members after 

the increase of the membership 

of the Security Council from 

eleven to fifteen, two of the four 

additional members shall be 

chosen for a term of one year. A 

retiring member shall not be eligible 

for immediate re-election.

3. 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have one representative.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24

1. 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s Members confer on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

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

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회

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

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

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

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 임

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

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24조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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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urity Council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gree that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responsibility 

the Security Council acts on 

their behalf.

2. In discharging these duties the 

Security Council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he specific powers granted to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discharge of these duties are laid 

down in Chapters VI, VII, VIII, 

and XII.

3. The Security Council shall submit 

annual and, when necessary, special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consideration. 

Article 25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rticle 26

In order to promote the estab- 

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responsible for formulating,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

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

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

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

한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

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

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

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체제의 확

립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 제출되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

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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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47, plans to be submitted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armaments. 

VOTING

Article 27

1. 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procedural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3.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PROCEDURE

Article 28

1.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so organized as to be able to 

function continuously. 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for 

this purpose be represented at 

all times at the seat of the 

Organization.

표 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

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

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

한다.

절 차

제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

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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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urity Council shall 

hold periodic meetings at which 

each of itsmembers may, if it so 

desires, be represented by a 

member of thegovernment or by 

some other specially designated 

representative.

3. The Security Council may hold 

meetings at such places other 

than the seat of the Organization 

as in its judgment will best 

facilitate its work. 

Article 29

The Security Council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organs as it deem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rticle 30

The Security Counci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selecting its 

President. 

Article 31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may participate, 

without vote, in the discussion of 

any question brought before the 

Security Council whenever the 

latter considers that the interests 

of that Member are specially 

affected.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

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

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3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향이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

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

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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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or any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f it is a party 

to a dispute under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invited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the discussion relating 

to the dispute. The Security Council 

shall lay down such conditions as 

it deems just for the participation 

of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I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33

1. The parties to any dispute,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all, first of all, seek a solution 

by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2. The Security Council shall, when 

it deems necessary, call upon the 

parties to settle their dispute by 

such means. 

제32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

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

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회

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 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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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The Security Council may investigate 

any dispute, or any situation which 

might lead to international friction 

or give rise to a disput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inuance 

of the dispute or situation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35

1.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any dispute, 

or any situation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4,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the General Assembly.

2.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the General Assembly 

any dispute to which it is a party 

if it accepts in advance, for the 

purposes of the dispute, the obligations 

of pacific settlement provided in 

the present Charter.

3. The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in respect of matters 

brought to its attention under 

this Article wi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1 and 12.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

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

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

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

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

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

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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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1. The Security Council may, at 

any stage of a dispute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3 

or of a situation of like nature, 

recommend appropriate procedures 

or methods of adjustment.

2. The Security Council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hich have already been adopted 

by the parties.

3. In making recommendations 

under this Article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disputes 

should as a general rule be 

referred by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rticle 37

1. Should the parties to a dispute 

of the nature referred to in 

Article 33 fail to settle it by the 

means indicated in that Article, 

they shall refer it to the Security 

Council.

2. If the Security Council deems 

that the continuance of the dispute 

is in fact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shall decide 

whether to  take action under

제36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

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

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

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

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

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

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

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

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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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or to recommend such 

terms of settlemen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Article 38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33 to 37, the Security 

Council may, if all the parties to 

any dispute so request,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with a view to a pacific settlement 

of the dispute.

CHAPTER VII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Article 39

The Security Council sha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wha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1 and 42,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40

In order to prevent an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the Security 

Council may, before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deciding upon

제38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

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

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

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

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

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



【부록】

204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39, call upon the parties 

concerned to comply with such 

provisional measures as it deems 

necessary or desirable. Such provisional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claims, or posi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ecurity Council shall duly take 

account of failure to comply with 

such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41

The Security Council may decide 

what measures not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and it may call upon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apply such measures. These 

may include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of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Article 42

Should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 

that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41 would be inadequate 

or have proved to be inadequate, 

it may take such action by air, 

sea, or land forces as may be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ch action may include demonstrations, 

blockade, and other operations

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

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

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

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

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

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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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r, sea, or land forc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3

1.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call and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agreement or agreements, 

armed forces, assistance, and facilities, 

including rights of passag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Such agreement or agreements 

shall govern the numbers and 

types of forces, their degree of 

readiness and general location, 

and the nature of the facilities 

and assistance to be provided.

3. The agreement or agreements 

shall be negotiated as soon as 

possible on the initiative of the 

Security Council. They shall be 

concluded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Members or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groups 

of Members and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44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decided to use force it shall,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

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

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

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

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

어야 한다.

제4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

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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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calling upon a Member not 

represented on it to provide armed 

forces in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rticle 43, invite 

that Member, if the Member so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contingents of 

that Member's armed forces.

Article 45

In order to enable the United 

Nations to take urgent military 

measures, Members shall hold 

immediately available national air-force 

contingents for combined international 

enforcement action. The strength 

and degree of readiness of these 

contingents and plans for their 

combined action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limits laid down in 

the special agreement or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3, by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Article 46

Plans for the application of armed 

force shall be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Article 47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Military Staff Committee to advise 

and assist the Security Council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

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

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

청한다.

제45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

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

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

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

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

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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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ll questions relating to the 

Security Council's military re- 

quir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mployment and command of 

forces placed at its disposal, the 

regulation of armaments, and possible 

disarmament.

2.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iefs of Staff 

o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or their representatives.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not permanently represented on 

the Committee shall be invited 

by the Committee to be associated 

with it when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that 

Member in its work.

3.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under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strategic 

direction of any armed forces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Security 

Council. Questions relating to the 

command of such forces shall be 

worked out subsequently.

4.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d 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regional agencies, 

may establish regional sub-committees.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

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

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

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

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

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

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

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

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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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8

1. The action required to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all be taken b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by some 

of them, as the Security Council 

may determine.

2. Such decision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directly and through their 

action in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agencies of which they remembers.

Article 49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hall join in affording mutual 

assistance in carrying out the 

measures decided upon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0

If preventive or enforcement measures 

against any state are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any other 

state, whether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not, which 

finds itself confronted with special 

economic problems arising from 

the carrying out of those measures 

shall have the right to consult 

the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a solution of those problems.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제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49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

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

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50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

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

제연합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

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

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

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

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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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 

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HAPTER VIII

REGIONAL ARRANGEMENTS

Article 52

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precludes the existence of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for dealing 

with such matter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are appropriate 

for regional action provided that 

such arrangements or agencies 

and their activitie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ntering into such ar- 

rangements or constituting such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

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

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

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

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

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

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장

지역적 약정

제52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

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

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

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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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pacific settlement of 

local disputes through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by such regional 

agencies before referring them to 

the Security Council.

3. The Security Council sha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acific 

settlement of local disputes through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by 

such regional agencies either on 

the initiative of the states concerned 

or by reference from the Security 

Council.

4. This Article in no way impairs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4 and 35. 

Article 53

1. The Security Council shall, where 

appropriate, utilize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for enforcement 

action under its authority. But 

no enforcement action shall be 

taken under regional arrangements 

or by regional agencie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exception of 

measures against any enemy state,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ovided for pursuant to 

Article 107 or in regional arrangements 

directed against renewal of aggressive 

policy on the part of any such 

state, until such  time as  the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

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

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

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

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

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

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

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

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

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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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may, on request of 

the Governments concerned, b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further aggression 

by such a state.

2. The term enemy state as us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lies to any state which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as been 

an enemy of any signatory of the 

present Charter. 

Article 54

The Security Council shall at all 

times be kept fully informed of 

activities undertaken or in contemplation 

under regional arrangements or 

by regional agencie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HAPTER IX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Article 55

With a view to the creation of 

conditions of stability and well- 

being which are necessary for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the United Nations shall promote:

a. higher standards of living, full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

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

된다.

제5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

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

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 받

는다.

제 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제55조

민족평등권 원칙과 민족자결 원칙의 존중

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

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

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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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b. solu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social, health, and related problems; 

and international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and

c.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rticle 56

All Members pledge themselves to 

take joint and separate a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Article 55.

Article 57

1. The various specialized agencies, 

established by intergovernmental 

agreement and having wide in- 

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s defined 

in their basic instruments, in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health, and related fields,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2. Such agencies thu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58

The Organizat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co-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57조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

에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

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

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

휴관계를 설정한다.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

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58조

기구는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

기 위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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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tion of the policies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59

The Organization shall, where 

appropriate, initiate negotiations 

among the states concerned for 

the creation of any new specialized 

agencies required for the ac- 

complishment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Article 55.

Article 60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 

of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set forth in this Chapter shall be 

vested in the General Assembl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i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hich shall 

have for this purpose the powers 

set forth in Chapter X. 

CHAPTER X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POSITION

Article 61

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consist of fifty-four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eighteen members

제59조

기구는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관계국간의 교섭을 발의

한다.

제60조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 하에 경제사

회이사회에 부과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

을 가진다.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

구 성

제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

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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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be elected each year for a 

term of three years. A retiring 

member shall be eligible for immediate 

re-election.

3. At the first election after the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rom twenty-seven to fifty-four 

members, in addition to the members 

elected in place of the nine members 

whose term of office expires at the 

end of that year, twenty-seven 

additional members shall be elected. 

Of these twenty-seven additional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nine members so elected shall 

expire at the end of one year, 

and of nine other members at 

the end of two years,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4. Each member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have 

one representative.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62

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or initiate studies and 

report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health, and related matters and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ny such matters to

임기로 매년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

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

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

서는, 그 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

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추가의 

27개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

국의 임기는 1년의 말

에 종료되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의 말에 종료된다.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

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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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Assembly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2. It may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3. It may prepare draft conventions 

for sub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respect to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4. It may cal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prescrib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Article 63

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any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57, defining the terms on 

which the agency concerned shall 

be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Such agreements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General Assembly.

2. It may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through 

consultation with and recommendations 

to such agencies and through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

성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정한 규칙에 따

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

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

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

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

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

동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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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take appropriate steps to 

obtain regular reports from the 

specialized agencies. It may make 

arrangements with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specialized agencies to obtain 

reports on the steps taken to 

give effect to its own recommendations 

and to recommendations on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2. It may communicate its observations 

on these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65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furnish information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assist 

the Security Council upon its 

request.

Article 66

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perform such functions as 

fall within its competence in 

connexion with the carrying out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2. It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perform 

services at the request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t the 

request of specialized agencies.

제64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

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이사

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회

원국 및 전문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65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조한다.

제66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

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

행한다.

2. 이사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

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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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shall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specified elsewhere 

in the present Charter or as may 

be assigned to it by the General 

Assembly.

VOTING

Article 67

1. Each member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 Decision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CEDURE

Article 68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set up commissions in economic 

and social fields and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such other commiss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rticle 69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invite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to participate, 

without vote, in its deliberations 

on any matter of particular concern 

to that Member.

3.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

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

른 임무를 수행한다.

표 결

제67조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

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절 차

제6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

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

원회를 설치한다.

제6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

에 대하여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

가하도록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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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cerned 

with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Such arrangements may be mad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here appropriate, with national 

organiza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ed.

Article 72

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selecting 

its President.

2.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hall meet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which shall include 

provision for the convening of 

meetings on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CHAPTER XI

DECLARATION REGARDING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Article 73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ve or assume responsibiliti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erritories 

whose peoples have not yet attained 

a full measure of self-government

제7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

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회원

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제7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

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소집의 규정을 

포함한다.

제11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제73조

해당 민족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시정(施

政)의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맡

는 국제연합회원국은, 그 지역 민족의 이

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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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s of the inhabitants of 

these territories are paramount, 

and accept as a sacred trust the 

obligation to promote to the 

utmost, with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stablished by the present Charter, 

the well-being of the inhabitants 

of these territories, and, to this 

end: 

a. to ensure, with due respect 

for the culture of the peoples 

concerned, thei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dvancement, 

their just treatment, and their 

protection against abuses; 

b. to develop self-government, to 

take due account of the political 

aspirations of the peoples, and to 

assist them i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ir free polit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territory 

and its peoples and their varying 

stages of advancement; 

c. to furth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 to promote constructive measures 

of development, to encourage research, 

and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when and where appropriate, 

with specialized international bodies 

with a view to the practical  

achievement of the social, economic,

그 지역 민족의 복지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체제안에서 최

고도로 증진시킬 의무와  이를 위하여 다

음을 행할 의무를 신성한 신탁으로서 수

락한다.

가. 해당 민족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 공정한 대우, 그리고 학대로

부터의 보호를 확보한다.

나. 각 지역 및 그 민족의 특수사정과 그

들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달시키고, 민족의 정치적 소망을 적절

히 고려하며, 또한 민족의 자유로운 정치

제도의 점진적 발달을 위하여 지원한다.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한다.

라. 이 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적 및 과

학적 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발전조치를 촉진하고 연구를 장

려하며 상호간 및 적절한 경우에는 전문

적 국제단체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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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ientific purposes set forth 

in this Article; and

e. to transmit regularly to the 

Secretary-General for information 

purposes, subject to such limitation 

as security and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may require, statistical 

and other information of a technical 

nature relating to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conditions in the 

territories for which they are 

respectively responsible other than 

those territories to which Chapters 

XII and XIII apply. 

Article 74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lso agree that their policy in 

respect of the territories to which 

this Chapter applies, no less than 

in respect of their metropolitan 

areas, must b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good-neighbourliness,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the 

rest of the world, in social, 

economic, and commercial matters. 

CHAPTER XII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Article 75

The United Nations shall establish 

under its authority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for the admin-

마. 제12장과 제13장이 적용되는 지역외

의 위의 회원국이 각각 책임을 지는 지역

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건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통계 및 다른 정보

를, 안전보장과 헌법상의 고려에 따라 필

요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정보용으로 

사무총장에 정기적으로 송부한다.

제74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

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 지역에 관한 정

책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이

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에,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관하여 

선린주의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는 점에 또한 동의한다.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75조

국제연합은 금후의 개별적 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하여 그 권위하에 국제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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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ration and supervision of such 

territories as may be placed thereunder 

by subsequent individual agreements. 

These territorie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ust territories. 

Article 76

The basic objectives of the trusteeship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laid down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harter, shall be: 

a. to furth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 to promot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dvancement 

of the inhabitants of the trust 

territories, and their progressive 

development towards self-government 

or independence as may be appropriate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territory and its peoples 

and the 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 and as 

may be provided by the terms of 

each trusteeship agreement;

c. to encourag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to encourage recognition of 

the interdependence of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통치제도를 확립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

탁통치지역이라 한다.

제76조

신탁통치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나. 신탁통치지역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 및 그 민족의 특수사정과 관계 민족

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이 규정하

는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

민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전 세계 

민족들의 상호의존의 인식을 장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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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o ensure equal treatment in 

social, economic, and commercial 

matters for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nationals, 

and also equal treatment for the 

latter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ithout prejudice to the 

attainment of the foregoing objectives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Article 77

1. The trusteeship system shall 

apply to such territori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s may be 

placed thereunder by means of 

trusteeship agreements:

a. territories now held under 

mandate;

b. territories which may be detached 

from enemy states as a result of 

the Second World War; and

c. territories voluntarily placed 

under the system by states 

responsiblefor their administration.

2. It will be a matter for subsequent 

agreement as to which territories 

in the foregoing categories will 

be brought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and upon what terms. 

Article 78

The trusteeship system shall not 

apply to territories which have

라. 위의 목적의 달성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8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모든 국제연합회원국 및 그 국민

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

항에 대한 평등한 대우 그리고 또한 그 

국민을 위한 사법상의 평등한 대우를 확

보하는 것.

제77조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

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

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

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2. 위의 범주 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

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제78조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

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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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relationship among which 

shall be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Article 79

The terms of trusteeship for each 

territory to be placed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including any 

alteration or amendment, shall 

be agreed upon by the states 

directly concerned, including the 

mandatory power in the case of 

territories held under mandate 

by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be approved as provided 

for in Articles 83 and 85. 

Article 80

1. Except as may be agreed upon 

in individual trusteeship agreements, 

made under Articles 77, 79, and 

81, placing each territory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and until 

such agreements have been 

concluded,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in or of itself 

to alter in any manner the 

rights whatsoever of any states 

or any peoples or the terms of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which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ay respectively be 

parti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interpreted as giving

국제연합회원국이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되는 각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의 조항은, 어떤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직접 관계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제83조 및 제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다. 이 직접 관계국은 

국제연합회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

역의 경우, 수임국을 포함한다.

제80조

1.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

이 체결될 때까지, 이 헌장의 어떠한 규

정도 어느 국가 또는 민족의 어떠한 권

리,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이 각기 당사국

으로 되는 기존의 국제문서의 조항도 어

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지역을 신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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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for delay or postponement  

of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for placing mandated 

and other territories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as provided 

for in Article 77. 

Article 81

The trusteeship agreement shall 

in each case include the terms 

under which the trust territory 

will be administered and designate 

the authority which will exercise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territory. Such authority, hereinafter 

calle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be one or more states or the 

Organization itself. 

Article 82

There may be designated, in any 

trusteeship agreement, a strategic 

area or areas which may include 

part or all of the trust territory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without prejudice to any special 

agreement or agreements made 

under Article 43. 

Article 83

1. All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relating to strategic areas, 

including the approval of the term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nd 

of their alteration or amendment 

shall be exercised by the Security 

Council.

치제도하에 두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

결의 지체 또는 연기를 위한 근거를 부여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1조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에 있어 신탁통치

지역을 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신탁

통치지역의 시정을 행할 당국을 지정한

다. 그러한 당국은 이하 시정권자라 하며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 자체

일 수 있다.

제82조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 있어서도 제43조

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 협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협정이 적용되는 신탁통치지역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전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83조

1. 전략지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임

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

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

회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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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basic objectives set forth 

in Article 76 shall be applicable 

to the people of each strategic 

area.

3. The Security Council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nd without 

prejudice to security considerations, 

avail itself of the assistance of 

the Trusteeship Council to perform 

those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trusteeship system 

relating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matters 

in the strategic areas. 

Article 84

It shall be the duty o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to ensure 

that the trust territory shall 

play its part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is e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make use of volunteer 

forces, facilities, and assistance 

from the trust territory in carrying 

out the obligations towards the 

Security Council undertaken in 

this regar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s well as for local 

defence and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within the trust 

territory. 

Article 85

1. The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with regard to trusteeship

2. 제76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은 각 전략

지역의 민족에 적용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 규

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안전보장

에 대한 고려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략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사항에 관한 신탁통치제도하의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

통치이사회의 원조를 이용한다.

제84조

신탁통치지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

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권자의 의무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정권자는 이점에 관하여 시정권자가 안

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한 지역적 방위 및 신

탁통치지역안에서의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탁통치지역의 의용군, 편의 및 

원조를 이용할 수 있다.

제85조

1.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과 관련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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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for all areas not 

designated as strategic, including 

the approval of the term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nd of 

their alteration or amendment, 

shall be exercised by the General 

Assembly.

2. The Trusteeship Council, opera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assist the General 

Assembly in carrying out these 

functions. 

CHAPTER XIII

THE TRUSTEESHIP COUNCIL 

COMPOSITION

Article 86

1.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 those Members administering 

trust territories;

b. such of those Members mentioned 

by name in Article 23 as are not 

administering trust territories; and

c. as many other Members elected 

for three-year terms by the General 

Assembly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Trusteeship Council 

is equally divided between thos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administer trust territories 

and those which do not.

제연합의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총회가 수행한다.

2. 총회의 권위하에 운 되는 신탁통치이

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

를 원조한다.

제13장

신탁통치이사회

구 성

제86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국제연합회

원국으로 구성한다.

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회원국

나 .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지 아니하나  

제23조에 국명이 언급된 회원국

다. 총회에 의하여 3년의 임기로 선출된 

다른 회원국. 그 수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총수를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

는 국제연합회원국과 시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간에 균분하도록 확보하는 데 필요

한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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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ember of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designate one specially 

qualified person to represent it 

therein. 

FUNCTIONS and POWERS

Article 87

The General Assembly and, under 

its authority, the Trusteeship 

Council, in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may:

a. consider reports submitt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b. accept petitions and examine 

them in consultation wit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 provide for periodic visits to 

the respective trust territories at 

times agreed upon wit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d

d. take these and other action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trusteeship agreements. 

Article 88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formulate a questionnaire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dvancement of the 

inhabitants of each trust territory, 

a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for each trust territory within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

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1인을 지명한다.

임무와 권한

제87조

총회와, 그 권위하의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

하는 것

나. 청원의 수리 및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 

다. 시정권자와 합의한 때에 각 신탁통치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라.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제88조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민족

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

전에 질문서를 작성하며, 또한 총회의 권

능 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 지역의 시정권

자는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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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make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basis of such questionnaire. 

VOTING

Article 89

1. Each member of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 Decisions of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CEDURE

Article 90

1.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selecting 

its President. 

2.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meet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which shall include 

provision for the convening of 

meetings on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Article 91

The Trusteeship Council shall, 

when appropriate, avail itself of 

the assistan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matters with which they are 

respectively concerned. 

표 결

제89조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

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절 차

제90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

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

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의 소집에 관

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91조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전문기구가 각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구의 원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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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V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92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hall b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nnexed Statute, which is 

based upon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present Charter. 

Article 93

1.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ipso facto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ecome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conditions to be determined in 

each case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94

1.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takes to comply with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ny case to 

which it is a party.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

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

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

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93조

1.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

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

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

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94조

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

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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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any party to a case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 judgment rendered 

by the Court, the o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may, if it deems 

necessary,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upon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judgment. 

Article 95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rom entrusting 

the solution of their differences 

to other tribunals by virtue of 

agreements already in existence 

or which may be concluded in 

the future. 

Article 96

1. The General Assembly or the 

Security Council may reques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give an advisory opinion on any 

legal question. 

2.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specialized agencies, 

which may at any time be so 

authorized by the General Assembly, 

may also request advisory opinions 

of the Court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

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

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

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5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

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

거나 장래에 체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6조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

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

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

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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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V

THE SECRETARIAT 

Article 97

The Secretariat shall comprise a 

Secretary-General and such staff 

as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He shall be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Article 98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in that capacity in all meet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f the 

Trusteeship Council, and shall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are entrusted to him by these 

orga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make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Article 99

The Secretary-General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y matter which in his 

opinion may threate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15장

사무국

제97조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

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

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제98조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

회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모든 회

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

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

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한다.

제99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

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

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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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0

1.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taff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other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reflect on their position as 

international officials responsible 

only to the Organization.

2.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takes to respect 

the exclusivel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taff 

and not to seek to influence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responsibilities. 

Article 101

1. The staff shall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under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2. Appropriate staffs shall be 

permanently assigne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Trusteeship Council, and, as 

required, to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se staffs shall 

form a part of the Secretariat.

3.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employment of the staff an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the necessity

제100조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 외의 어떠

한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기구

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

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

원의 책임의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책임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101조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

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

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

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다 .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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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fficiency, competence, and 

integrity.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the staff on as wide a geographical 

basis as possible. 

CHAPTER XV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02

1. Every treaty and every international 

agreement entered into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present Charter comes 

into force shall as soon as 

possible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and published by it. 

2. No party to any such 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invoke that treaty or agreement 

before an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03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제16장

잡 칙

제102조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

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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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4

The Organization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ach of its Members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Article 105

1. The Organization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ach of its Members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2.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ficials 

of the Organization shall similarly 

enjoy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independent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 

connexion with the Organization.

3. The General Assembly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or may propose 

conventions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is purpose.

CHAPTER XVII

TRANSITIONAL SECURITY 

ARRANGEMENTS

Article 106

Pending the coming into force of 

such special agreements referred

제104조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

의 역안에서 향유한다.

제105조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역안에서 향유

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

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

을 제안할 수 있다.

제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106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

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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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 Article 43 as in the opinion 

of the Security Council enable it 

to begin the exercise of its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 42, 

the parties to the Four-Nation 

Declaration, signed at Moscow, 

30 October 1943, and Franc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at 

Declaration, consult with one 

another and as occasion requires 

with other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ith a view to such joint 

actio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107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nvalidate or preclude ac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which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as been an enemy of any signatory 

to the present Charter, taken or 

authorized as a result of that war 

by the Governments having 

responsibility for such action. 

CHAPTER XVIII

AMENDMENTS

Article 108

Amendments to the present Charter 

shall come into force for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en they have been adopted by 

a vot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에 규정된 특별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 10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

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는 그 

선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

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여 취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필요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회원국과 

협의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

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

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

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

하지 아니한다.

제18장

개 정

제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

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

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

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

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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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t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by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ll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109

1. A General Conference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resent Charter may be held at 

a date and place to be fixed by a 

two-thirds vote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by 

a vote of any nin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hall have 

one vote in the conference. 

2. Any alteration of the present 

Charter recommended by a two- 

thirds vote of the conference 

shall take effect when rat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by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ll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3. If such a conference has not 

been held before the tenth annu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following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Charter, the proposal 

to call such a conference shall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at session

제109조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

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

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

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회원국

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

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

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한다.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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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nference shall be held if so 

decided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by a vote of any seven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HAPTER XIX

RATIFICATION AND SIGNATURE

Article 110

1. The present Charter shall be 

ratified by the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2. The ratifications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shall 

notify all the signatory states of 

each deposit as well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zation when 

he has been appointed. 

3. The present Charter shall come 

into force upon the deposit of 

ratifications by the Republic of 

China,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y a 

majority of the other signatory 

states. A protocol of the ratifications 

deposited shall thereupon be drawn 

up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shall 

communicate copies thereof to all 

the signatory states.

제19장

비준 및 서명

제110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기구의 사무총

장이 임명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각 

기탁을 통고한다.

3. 이 헌장은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과 미합중국 및 

다른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비준서 기탁 의정서는 발

효시 미합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그 등본

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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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states signatory to the 

present Charter which ratify it 

after it has come into force will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respective ratifications. 

Article 111

The present Charter, of which the 

Chinese, French, Russian, English,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ly certified copies thereof shall 

be transmitted by that Government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ignatory states.

IN FAITH WHEREOF the rep- 

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Nations have signed 

the present Charter.

DONE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the twenty-sixth day of June,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orty- 

five.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

일에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이 된다.

제111조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어 및 스페인

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

중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헌장의 인증등본은 동 정부가 다른 서명

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

은 이 헌장에 서명하 다.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작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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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대비표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role of 

treatie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cognizing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nd as a means 

of developing peaceful co-operation 

among nations, whatever their 

constitutional and social systems,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nsent and of good faith and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re 

universally recognized,

Affirming that disputes concerning 

treaties, like other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Recalling the determination of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can be maintained,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조약의 근본

적 역할을 고려하고,

제 국가의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

없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또한 제 국가

간의 평화적 협력 을 발전시키는 수단으

로서의 조약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

속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보편적

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하며,

다른 국제 분쟁과 같이 조약에 관한 분쟁

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

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정의가 유지되며, 또한 조약으로부터 발

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

는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제연합의 

제 국민의 결의를 상기하며, 제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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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in mi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the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of the sovereign equality and 

independence of all States, of 

non-interference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of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nd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Believing that the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law of treaties achiev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ll promote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set forth in 

the Charter, namely,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the achievement of co-operation 

among 

Affirming that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ll continue to 

govern questions not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INTRODUCTION

Article 1

Scop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present Convention applies to 

treaties between States.

독립, 제 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

섭, 힘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및 모든 

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그 준수의 제 원칙등 국제연합헌

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유념하며, 

이 협약 속에 성취된 조약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전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

제연합의 제 목적 즉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 및 협력

의 달성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관습․국제법의 제 규칙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지 아니하는 제 문제

를 계속 규율할 것임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 1부 

총 강

제 1조 

협약의 범위

이 협약은 국가간의 조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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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Use of terms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treaty’ mean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

(b)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mean in each case 

the international act so named 

whereby a State establishes on the 

international plane it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c) ‘full powers’ means a document 

emanating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State designating 

a person or persons to represent 

the State for negotiating, adopting 

or authenticating the text of a 

treaty, for expressing the consent 

of the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or for accomplishing any other 

act with respect to a treaty;

(d) ‘reservation’ means a unilateral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made by a State,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제 2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

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

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b)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라 함

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

를 의미한다.

(c) “전권위임장”이라 함은 조약문을 교

섭․채택 또는 정본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1 또는 수명을 지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d)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조약의 성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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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ding to a treaty, whereby it 

purports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e) ‘negotiating State’ means a State 

which took part in the drawing 

up and adoption of the text of 

the treaty;

(f) ‘contracting State’ means a State 

which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treaty, whether or not the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g) ‘party’ means a State which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for which the treaty is in 

force;

(h) ‘third State’ means a State not 

a party to the treaty;

(i) ‘international organization’ mean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garding the use of terms in the 

present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use of those 

terms or to the meanings which 

may be given to them in the 

internal law of any State.

Article 3

International agreement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Convention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

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

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e) “교섭국”이라 함은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를 의미한다.

(f)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이 효력을 발

생하 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

한다.

(g)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 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h) “제3국”이라 함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

닌 국가를 의미한다.

(i) “국제기구”라 함은 정부간 기구를 의미

한다.

2. 이 협약에 있어서 용어의 사용에 관한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느 국가의 국내법상 

그러한 용어의 사용 또는 그러한 용어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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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States and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r between such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r to international agreements not 

in written form, shall not affect:

(a) the legal force of such agreements;

(b) the application to them of 

any of the rule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which they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c)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relations of States as between 

themselve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e also parties.

Article 4

Non-retroactivity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any rule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which treaties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applies only to 

treaties which are concluded by 

State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such States.

Article 5

Treaties constitu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eaties adopted 

with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간 또는 국제

법의 그러한 다른 주체간에 체결되는 국

제적 합의 또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

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것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a) 그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

(b)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

의 규칙을 그러한 합의에 적용하는 것.

(c) 다른 국제법 주체도 당사자인 국제적 

합의에 따라 그러한 국가간에서 그들의 

관계에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

제 4조 

협약의 불소급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그 발효 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5 조 

국제기구를 성립시키는 조약 및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이 협약은 국제기구

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이 국제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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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Convention applies 

to any treaty which is the constituent 

instru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o any treaty 

adopted with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out prejudice to 

any relevant rules of the organization.

PART II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REATIES

SECTION 1. 

CONCLUSION OF TREATIES

Article 6

Capacity of States to conclude 

treaties 

Every State possesses capacity to 

conclude treaties.

Article 7

Full powers

1. A person is considered as representing 

a State for the purpose of adopting 

or authenticating the text of a 

treaty or for the purpose of 

expressing the consent of the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f:

(a) he produces appropriate full 

powers; or

(b) it appears from the practice 

of the States concerned or from 

other circumstances that their 

intention was to consider that 

성립 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

제 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제 1절

조약의 체결

제 6조 

국가의 조약체결능력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

진다.

제 7조 

전권위임장

1.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

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b) 관계 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

으로 보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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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as representing the State 

for such purposes and to dispense 

with full powers.

2. In virtue of their functions and 

without having to produce full 

powers,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as representing their State:

(a)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all 

acts relating to the conclusion of 

a treaty;

(b) heads of diplomatic missions, 

for the purpose of adopting the 

text of a treaty between the accrediting 

State and the State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c) representatives accredited by 

States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r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one of its organs, for the purpose 

of adopting the text of a treaty in 

that conference, organization or 

organ.

Article 8

Subsequent confirmation of an act 

performed without authorization

An act relating to the conclusion 

of a treaty performed by a person 

who cannot be considered under 

article 7 as authorized to represent 

a State for that purpose is without 

legal effect unless afterwards confirmed 

by that State.

던 것이 관계 국가의 의사에서 나타나는 

경우

2. 다음의 자는 그의 직무상 또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및 외무부장관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을 채택

할 목적으로서는 외교공관장

(c) 국제회의․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

구의 어느 한 기관내에서 조약문을 채택

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그 국제

회의, 그 국제기구 또는 그 기구의 그 기

관에 파견된 대표

제 8조 

권한 없이 행한 행위의 추인

제7조에 따라 조약체결의 목적으로 국가

를 대표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

으로 간주될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

에 관한 행위는 그 국가에 의하여 추후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적 효과를 가지

지 아니한다.



【부록】

246

Article 9

Adoption of the text

1. The adoption of the text of a 

treaty takes place by the consent 

of all the States participating in 

its drawing up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2. The adoption of the text of a 

treaty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akes place by the vote of two- 

thirds of the States present and 

voting, unless by the same majority 

they shall decide to apply a 

different rule.

Article 10

Authentication of the text

The text of a treaty is established 

as authentic and definitive:

(a) by such procedure as may be 

provided for in the text or agreed 

upon by the States participating 

in its drawing up; or

(b) failing such procedure, by the 

signature, signature ad referendum 

or initialling by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States of the text of the 

treaty or of the Final Act of a 

conference incorporating the text.

Article 11

Means of expressing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제 9조 

조약문의 채택

1. 조약문의 채택은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국제회의에서의 조약문의 채택은 출석

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그 국가들이 다른 규칙을 적용하

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3분의 2의 다

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0조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문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정본으로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a)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약

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가 합의하는 절

차 또는

(b)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에 의한 조약

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의 서명, ｢조건부서명｣ 또는 가

서명

제11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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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may be expressed by 

signature, 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by any other means if so agreed.

Article 12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signature

1.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the signature of its representative 

when:

(a) the treaty provides that signature 

shall have that effect;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were agreed 

that signature should have that 

effect; or

(c) the intention of the State to 

give that effect to the signature 

appears from the full powers of 

its representative or was expressed 

during the negotiation.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 the initialling of a text constitutes 

a signature of the treaty when it 

is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so agreed;

(b) the signature ad referendum 

of a treaty by a representative, if 

confirmed by his State, constitutes 

a full signature of the treaty.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수

락․승인 또는 가입에 의하여 또는 기타

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그러

한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다.

제12조 

서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

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

음의 경우에 국가대표에 의한 서명에 의

하여 표시된다.

(a) 서명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

정되는 경우 또는

(c)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

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

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2. 상기 1항의 목적상

(a) 조약문의 가서명이 그 조약의 서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

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가서명은 그 조약

문의 서명을 구성한다.

(b)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 서명｣은 

대표의 본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조약의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부록】

248

Article 13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an 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The consent of States to be bound 

by a treaty constituted by instruments 

exchanged between them is expressed 

by that exchange when:

(a) the instruments provide that 

their exchange shall have that 

effect;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ose States were agreed that the 

exchange of instruments should 

have that effect

Article 14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ratification when: 

(a) the treaty provides for such 

consent to be expressed by means 

of ratification;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were agreed 

that ratification should be required;

(c)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has signed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or

제13조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국가간에 교환된 문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

의 경우에 그 교환에 의하여 표시된다.

(a) 그 교환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그 문서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문서의 그러한 교환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관계국간에 합의되었

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제1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

음의 경우에 비준에 의하여 표시된다.

(a) 그러한 동의가 비준에 의하여 표시될 

것을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

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c) 그 국가의 대표가 비준되어야 할 것

으로 하여 그 조약에 서명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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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intention of the State to 

sign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appears from the full powers of 

its representative or was expressed 

during the negotiation.

2.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acceptance or approval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ose which apply to 

ratification.

Article 15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accession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accession 

when:

(a) the treaty provides that such 

consent may be expressed by that 

State by means of accession;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were agreed 

that such consent may be expressed 

by that State by means of accession; 

or

(c) all the parties have subsequently 

agreed that such consent may be 

expressed by that State by means 

of accession.

Article 16

Exchange or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 비준되어야 할 것으로 하여 그 조약

에 서명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

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2.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

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

락 또는 승인에 의하여 표시된다.

제15조 

가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

속적 동의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

의 경우에 가입에 의하여 표시된다.

(a) 그러한 동의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 

국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그 조약

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그러한 동의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 

국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교섭국

간에 합의하 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c) 그러한 동의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 국

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모든 당사

국이 추후 동의한 경우

제16조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교환 또는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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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establish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upon:

(a) their exchange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b) their deposit with the depositary; 

or

(c) their notification to the contracting 

States or to the depositary, if so 

agreed.

Article 17

Consent to be bound by part of a 

treaty and choice of differing provisions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9 to 23,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part of a treaty is 

effective only if the treaty so permits 

or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o agree.

2.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which permits 

a choice between differing provisions 

is effective only if it is made clear 

to which of the provisions the 

consent relates.

Article 18

Obligation not to defea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준

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를 확정한다.

(a) 체약국간의 그 교환

(b) 수락자에의 그 기탁 또는

(c) 합의되는 경우 체약국 또는 수락자에

의 그 통고

제17조 

조약의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

한 제 규정의 선택

1. 제19조 내지 제23조를 침해함이 없이 

조약의 일부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조약이 이를 인정하거나 또는 다른 체

약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2. 상이한 제 규정의 선택을 허용하는 조

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동의가 

어느 규정에 관련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명백해지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18조 

조약의 발효 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

을 저해하지 아니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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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is obliged to refrain from 

acts which would defea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when:

(a) it has signed the treaty or 

has exchanged instruments constituting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until it 

shall have made its intention clear 

not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or

(b) it has expressed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pend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nd provided that such entry 

into force is not unduly delayed.

SECTION 2. 

RESERVATIONS

Article 19

Formulation of reservations

A State may,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formulate a reservation 

unless:

(a) the reservation is prohibited 

by the treaty;

(b) the treaty provides that only 

specified reservations, which do 

not include the reservation in question, 

may be made; or

(c) in cases not falling under sub- 

paragraphs (a) and (b), the reserv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의 대상과 목

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a)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

약에 서명하 거나 또는 그 조약을 구성

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기속적 동

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조약이 발효시

까지 그리고 그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

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함.

제 2절 

유 보

제19조 

유보의 형성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

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

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

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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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Acceptance of and objection to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expressly authorized 

by a treaty does not require any 

subsequent acceptance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unless the 

treaty so provides.

2. When it appears from the limited 

number of the negotiating States 

and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in its entirety between all 

the parties is an essential condition 

of the consent of each one to be 

bound by the treaty, a reservation 

requires acceptance by all the 

parties.

3. When a treaty is a constituent 

instru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unless it otherwise 

provides, a reservation requires 

the acceptance of the competent 

organ of that organization.

4. In cases not falling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and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acceptanc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of a reservation constitutes 

the reserving State a party to the 

treaty in relation to that other 

State if or when the treaty is in 

force for those States;

(b) an objection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to a reservation does not

제20조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1.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유

보는 다른 체약국에 의한 추후의 수락이 

필요한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지 아니

하는 한 그러한 추후의 수락을 필요로 하

지 아니한다.

2. 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또한 조약의 대

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전체를 모

든 당사국간에 적용하는 것이 조약에 대

한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조

건으로 보이는 경우에 유보는 모든 당사

국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3.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로

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4. 상기 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다른 체약국에 의한 유보의 수락은 

그 조약이 유보국과 다른 유보 수락국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 또한 유효한 기간 

동안 유보국이 그 다른 유보 수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한다.

(b) 유보에 다른 체약국의 이의는 이의 

제기국이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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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lud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s between the objecting 

and reserving States unless a contrary 

intention is definitely expressed 

by the objecting State;

(c) an act expressing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containing a reservation is 

effective as soon as at least on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accepted 

the reservation.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4 and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reservation is considered 

to have been accepted by a State 

if it shall have raised no objection 

to the reservation by the end of 

a period of twelve months after 

it was notified of the reservation 

or by the date on which it 

expressed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whichever is later.

Article 21

Legal effects of reservations and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established with 

regard to an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9, 20 and 23:

(a) modifies for the reserving 

State in its relations with that 

other part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and

아니하는 한 이의 제기국과 유보국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c)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며 또한 유보를 포함하는 행위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한 경우에 유효하다.

5. 상기 2항 및 4항의 목적상 또는 조약

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유

보의 통고를 받은 후 12개월의 기간이 끝

날 때까지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국

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어느 것이든 나중의 시기까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가 그 국가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

1.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효과를 가진다.

(a) 유보국과 그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국에 대해서는 그 유보에 관

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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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odifies those provisions to the 

same extent for that other party 

in its relations with the reserving 

State.

2. The reservation does not modif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for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inter se.

3. When a State objecting to a 

reservation has not oppos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between itself and the reserving 

State, the provisions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do not apply 

as between the two States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Article 22

Withdrawal of reservations and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reserv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and the consent of a 

State which has accepted the reservation 

is not required for its withdrawal.

2.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3.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it is otherwise agreed:

(a) the withdrawal of a reservation 

becomes operative in relation to 

another contracting State only when

(b) 다른 당사국과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

어서 그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약규정을 동일한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2. 유보는 ｢일정 국가간의｣ 조약에 대한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조약규정을 수

정하지 아니한다.

3.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

가 동 이의제기국과 유보국간의 조약의 발

효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

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

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

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3.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또

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규

칙이 적용된다.

(a) 유보의 철회는 다른 체약국이 그 통

고를 접수한 때에만 그 체약국에 관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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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it has been received by 

that State;

(b) the withdrawal of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becomes operative 

only when notice of it has been 

received by the State which formulated 

the reservation.

Article 23

Procedure regarding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an express acceptance 

of a reservation and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ust be formulated 

in writing and communicated to 

the contracting States and other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2. If formulated when signing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 reservation 

must be formally confirmed by the 

reserving State when express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In such a case the 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made on the date of its confirmation.

3. An express acceptance of, or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ade 

previously to confirmation of the 

reservation does not itself require 

confirmation.

4. The withdrawal of a reservation 

or of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ust be formulated in writing.

(b)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동 유보를  

형성한 국가가 그 통고를 접수한 때에만 

시행된다.

제23조 

유보에 관한 절차

1.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또

한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통고되어야 한다.

2. 유보가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따를 

것으로 하여 조약에 서명한 때에 형성된 

경우에는 유보국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때에 유보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에 유보는 그 확인일자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보의 확인이전에 형성된 유보의 명

시적 수락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는 그 

자체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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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ENTRY INTO FORCE AND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rticle 24

Entry into force

1. A treaty enters into force in 

such manner and upon such date 

as it may provide or as the negotiating 

States may agree.

2. Failing any such provision or 

agreement, a treaty enters into 

force as soon a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has been 

established for all the negotiating 

States.

3. When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stablished 

on a date after the treaty has 

come into force,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on that 

date,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4. The provisions of a treaty 

regulating the authentication of 

its tex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ent of States to be bound by 

the treaty, the manner or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reservations, 

the functions of the depositary 

and other matters arising necessaril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pply from the time of the 

adoption of its text.

제 3절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 적용

제24조 

발 효

1. 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또는 교섭

국이 협의하는 방법으로 또한 그 일자에 

발효한다.

2. 그러한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

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가 모든 교섭

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그 조약이 발

효한다.

3.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후의 일자에 확정되는 경

우에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가 확정되는 일자에 그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국가

의 기속적 동의의 확정, 조약의 발효방법 

또는 일자, 유보, 수락자의 기능 및 조약

의 발효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규정은 조약문의 채

택시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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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Provisional application

1.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is applied provisionally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if:

(a) the treaty itself so provides; 

or

(b) the negotiating States have 

in some other manner so agreed.

2.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negotiating States 

have otherwise agreed,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with respect to a 

State shall be terminated if that 

State notifies the other States 

between which the treaty is being 

applied provisionally of its intention 

not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PART III

OBSERVANC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REATIES

SECTION 1. 

OBSERVANCE OF TREATIES

Article 26

Pacta sunt servanda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

제25조 

잠정적 적용

1. 다음의 경우에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a) 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

(b) 교섭국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

한 경우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는 교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어느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한 그 조약 

또는 그 조약의 일부의 잠정적 적용이 종

료된다.

제 3부

조약의 준수․적용 및 해석

제 1절  

조약의 준수

제26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

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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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Inter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SECTION 2. 

APPLICATION OF TREATIES

Article 28

Non-retroactivity of treaties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its provisions do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which took place or 

any situation which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with 

respect to that party.

Article 29

Territorial scope of treaties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a treaty is binding 

upon each party in respect of its 

entire territory.

Article 30

Application of success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ame subject- 

matter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

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

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조약의 적용

제28조 

조약의 불소급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

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이전에 당사국

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

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

지 아니한다.

제29조 

조약의 토적 범위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

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은 각 당사국의 전체 역에 관하

여 각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30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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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Article 10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success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ame subject-matter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2. When a treaty specifies that it 

is subject to, or that it is not to 

be considered as incompatible with, 

an earlier or later treaty, the 

provisions of that other treaty 

prevail.

3. When all the parties to the 

earlier treaty are parties also to 

the later treaty but the earlier 

treaty is not terminated or suspended 

in operation under article 59, the 

earlier treaty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its provisions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latter treaty.

4. When the parties to the later 

treaty do not include all the 

parties to the earlier one:

(a) as between States parties to 

both treaties the same rule applies 

as in paragraph 3;

(b) as between a State party to 

both treaties and a State party 

to only one of the treaties, the 

treaty to which both States are 

parties governs their mutual rights 

and obligations.

1.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 따를 것으로 

하여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조항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2. 조약이 전조약 또는 후조약에 따를 것

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전조약 또는 후

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

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후조

약의 당사국이나 전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행 정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내에서만 적

용된다.

4. 후조약의 당사국이 전조약의 모든 당

사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규칙이 적용된다.

(a) 양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상기 3항과 

같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b) 양 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 같이 당사국

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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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agraph 4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1, or to any question 

of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article 60 or to any question of 

responsibility which may arise for 

a State from the conclusion or 

application of a treaty, the provisions 

of which are incompatible with 

its obligations towards another 

State under another treaty.

SECTION 3. 

INTERPRETATION OF TREATIES

Article 31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x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xion 

5. 상기 4항은 제41조에 대하여 또는 제

60조의 규정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

행정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또는 다른 

조약에 따른 국가에 대한 어느 국가의 의

무와 조약규정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조약

의 체결 또는 적용으로부터 그 어느 국가

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책임문제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제 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

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

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

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

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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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4. A special meaning shall be given 

to a term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so intended.

Article 32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

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

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

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

여하기로 의도하 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

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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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ves the meaning ambiguous 

or obscure; or

(b) leads to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

Article 33

Interpretation of treaties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1. When a treaty has been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the 

text is equally authoritative in 

each language, unless the treaty 

provides or the parties agree that, 

in case of divergence, a particular 

text shall prevail.

2. A version of the treaty in a 

language other than one of those 

in which the text was authenticated 

shall be considered an authentic 

text only if the treaty so provides 

or the parties so agree.

3. The terms of the treaty are 

presumed to have the 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4. Except where a particular text 

prevail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when a comparison of the authentic 

texts discloses a difference of 

meaning which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1 and 32 does not remove, 

the meaning which best reconciles 

the texts, having regard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shall be adopted.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3조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1. 조약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 의하

여 정본으로 확정된 때에는 상위가 있을 

경우에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함을 그 조

약이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언어로 작성된 

조약문은 동등히 유효하다.

2. 조약의 정본으로 사용된 언어중의 어느 

하나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번역문은 이를 정본으로 간주함을 조약이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정본으로 간주된다.

3.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 및 제

32조의 적용으로 제거되지 아니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의 비교에서 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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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TREATIES AND THIRD STATES

Article 34

General rule regarding third States

A treaty does not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without its consent.

Article 35

Treaties providing for obligations 

for third States

An obligation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be the means of 

establishing the obligation and the 

third State expressly accepts that 

obligation in writing.

Article 36

Treaties providing for rights for 

third States

1. A right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accord that right 

either to the third State, or to a 

group of States to which it belongs, 

or to all States, and the third 

State assents thereto. Its assent 

제 4절 

조약과 제3국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없이는 의

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규정을 제3국에 대

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

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제36조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

1.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하는 국가의 그룹 또는 모든 국가에 대

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을 의도하

며 또한 그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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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e presumed so long as the 

contrary is not indicated,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2. A State exercising a righ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its 

exercise provided for in the treaty 

or estab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treaty.

Article 37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obligations or rights of third States

1. When an obligation has arisen 

for a third State in conformity 

with article 35, the obligation 

may be revoked or modifi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and of the third 

State,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they had otherwise agreed.

2. When a right has arisen for a 

third State in conformity with 

article 36, the right may not be 

revoked or modified by the parti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right 

was intended not to be revocable 

or subject to modific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third State.

Article 38

Rules in a treaty becoming binding 

on third States through international 

custom

2. 상기 1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

약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그 권리행사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

1. 제35조에 따라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조약의 당사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 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무는 조약의 당사국과 제3국의 동의

를 얻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제36조에 따라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동의없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당사국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38조 

국제 관습을 통하여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조약상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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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in articles 34 to 37 precludes 

a rule set forth in a treaty from 

becoming binding upon a third 

State as a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as such.

PART IV

AMENDMENT AND 

MODIFICATION OF TREATIES

Article 39

General rule regarding the amendment 

of treaties

A treaty may be am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rules laid down in Part II 

apply to such an agreement except 

in so far as the treaty may 

otherwise provide.

Article 40

Amendment of multilateral treaties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the amendment of multilateral 

trea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paragraphs.

2. Any proposal to amend a 

multilateral treaty as between 

all the parties must be notified 

to all the contracting States, each 

one of which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part in:

(a) the decision as to the action 

to be taken in regard to such 

proposal;

제34조 내지 제37조의 어느 규정도 조약

에 규정된 규칙이 관습 국제법의 규칙으

로 인정된 그러한 규칙으로서 제3국을 구

속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제39조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규칙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2부에 규정된 규칙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에 적용된다.

제40조 

다자조약의 개정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

자조약의 개정은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모든 당사국간에서 다자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제의는 모든 체약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각 체약국은 다음의 것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a) 그러한 제의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

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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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ny agreement for the amendment 

of the treaty.

3. Every State entitled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shall also 

be entitled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as amended.

4. The amending agreement does 

not bind any State already a 

party to the treaty which does 

not become a party to the amending 

agreement; article 30, paragraph 

4(b), applies in relation to such 

State.

5. Any State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ing agreement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a 

different intention by that State:

(a) be considered as a party to the 

treaty as amended; and 

(b) be considered as a party to 

the unamended treaty in relation 

to any party to the treaty not 

bound by the amending agreement.

Article 41

Agreements to modify multilateral 

treaties between certain of the 

parties only

1. Two or more of the parties to 

a multilateral treaty may conclude 

an agreement to modify the treaty 

as between themselves alone if:

(b) 그 조약의 개정을 위한 합의의 교섭 

및 성립

3.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

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4.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

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

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

러한 국가에 관해서는 제30조4항(b)가 

적용된다.

5. 개정하는 합의의 발효 후에 조약의 당

사국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별도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b) 개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

니하는 조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는 개정되지 아니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41조 

일부 당사국에서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1.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은 다음의 경우에 그 당사국간에서만 조

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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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ossibility of such a 

modification is provided for by 

the treaty;or

(b) the modification in ques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treaty 

and:

(i) does not affect the enjoyment 

by the other parties of their 

rights under the treaty 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ii) does not relate to a provision, 

derogation from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as a whole.

2. Unless in a case falling under 

paragraph 1(a)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the parties in question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their intention to conclude the 

agreement and of the modification 

to the treaty for which it provides.

PART V

INVALIDITY,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42

Validity and continuance in force 

of treaties

(a)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또는

(b)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금

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ⅰ)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따라 권리

를 향유하며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향을 주지 아니하며

(ⅱ) 전체로서의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

의 효과적 수행과 일부 변경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기 1항 (a)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약

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의 당

사국은 그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

사와 그 합의가 규정하는 그 조약의 변경

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부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제 1절 

일반 규정

제42조 

조약의 적법성 및 효력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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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validity of a treaty or of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may be impeached 

on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2. The termination of a treaty, 

its denunciation or the withdrawal 

of a party, may take place onl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same 

rule applies to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Article 43

Obligations imposed by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a treaty

The invalidity, termination or 

denunciation of a treaty, the 

withdrawal of a party from it, or 

the suspension of its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shall 

not in any way impair the duty 

of any State to fulfil any 

obligation embodied in the treaty 

to which it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treaty.

Article 44

Separability of treaty provisions

1. A right of a party, provided 

for in a treaty or arising under 

article 56, to denounce, withdraw

1. 조약의 적법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

의 기속적 동의의 적법성은 이 협약의 적

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2. 조약의 종료, 그 폐기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그 조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의 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

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 적용된다.

제43조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부과되

는 의무

이 협약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의 결과로

서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폐기, 조약

으로부터의 당사국의 탈퇴 또는 그 시행

정지는 그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

라 복종해야 하는 의무로서 그 조약에 구

현된 것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제44조 

조약 규정의 가분성

1.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약의 폐기․탈퇴 또는 

시행 정지시킬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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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r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treaty may be exercised only 

with respect to the whole treaty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A ground for invalidating,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invoked only with respect to 

the whole treaty except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or in 

article 60.

3. If the ground relates solely to 

particular clauses, it may be invoked 

only with respect to those clauses 

where:

(a) the said clauses are separable 

from the remainder of the treaty 

with regard to their application;

(b) it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acceptance 

of those clauses was not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or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as a whole; 

and

(c) continued performance of the 

remainder of the treaty would not 

be unjust.

4.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9 and 50 the State entitled to 

invoke the fraud or corruption may 

do so with respect either to the 

whole treaty or, subject to paragraph 3, 

to the particular clauses alone.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

약 전체에 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부적법

화․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는 

아래의 제 조항 또는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

만 원용될 수 있다.

3. 그 사유가 특정의 조항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a) 당해 조항이 그 적용에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

으며

(b) 당해 조항의 수락이 전체로서의 조약

에 대한 1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던 

것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며 또한

(c) 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만 또는 부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상기 3

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

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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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51, 52 and 53, no sepa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is 

permitted.

Article 45

Loss of a right to invoke a ground 

for invalidating,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A State may no longer invoke a 

ground for invalidating,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articles 46 to 50 or articles 60 

and 62 if, after becoming aware 

of the facts:

(a) it shall have expressly agreed 

that the treaty is valid or remains 

in force or continues in operation, 

as the case may be; or

(b) it must by reason of its conduct 

be considered as having acquiesced 

in the validity of the treaty or in 

its maintenance in force or in 

operation, as the case may be.

SECTION 2. 

INVALIDITY OF TREATIES

Article 46

Provisions of internal law regarding 

competence to conclude treaties

1. A State may not invoke the 

fact that its consent to be bound

5.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조약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5조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그 시

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하는 권리의 상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사실을 알게 된 후

에는 제46조 내지 제50조 또는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약의 부적법화․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a) 경우에 따라 그 조약이 적법하다는 

것 또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또는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그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b) 그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적

법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묵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

제 2절 

조약의 부적법

제46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1.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

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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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treaty has been expressed 

in violation of a provision of its 

internal law regarding competence 

to conclude treaties as invalidating 

its consent unless that violation 

was manifest and concerned a 

rule of its internal law of fundamental 

importance.

2. A violation is manifest if it 

would be objectively evident to 

any State conducting itself in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normal 

practice and in good faith.

Article 47

Specific restrictions on authority 

to express the consent of a State

If the authority of a representative 

to express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particular treaty 

has been made subject to a 

specific restriction, his omission 

to observe that restriction may 

not be invoked as invalidating 

the consent expressed by him 

unless the restriction was notified 

to the other negotiating States 

prior to his expressing such consent.

Article 48  

Error

1. A State may invoke an error in 

a treaty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if the 

error relates to a fact or situation 

which was assumed by that State 

to exist at the time when the 

treaty was concluded and formed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

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

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

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2. 통상의 관행에 의거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

제47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의 제한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

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

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을 다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원용

될 수 없다.

제48조  

착 오

1. 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

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

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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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sential basis of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State in question contributed 

by its own conduct to the error 

or if the circumstances were such 

as to put that State on notice of 

a possible error.

3. An error relating only to the 

wording of the text of a treaty 

does not affect its validity; 

article 79 then applies.

Article 49

Fraud

If a State has been induced to 

conclude a treaty by the fraudulent 

conduct of another negotiating 

State, the State may invoke the 

fraud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Article 50

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If the expression of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has been procured through the 

corruption of its representative 

directly or indirectly by another 

negotiating State, the State may 

invoke such corruption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 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

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79조 가 적용된다.

제49조 

기 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

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

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

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 대표의 부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

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

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을 통하여 감

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부정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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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1

Coerc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The expression of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which 

has been procured by the coercion 

of its representative through acts 

or threats directed against him 

shall be without any legal effect.

Article 52

Coercion of a State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A treaty is void if its conclusion 

has been procured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3

Treatie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 treaty is void if,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it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norm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제51조 

국가 대표의 강제

국가 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

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2조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의 강제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제53조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

하는 조약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

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

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

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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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SECTION 3.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

Article 54

Termination of or withdrawal from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by consent of the parties

The termination of a treaty or the 

withdrawal of a party may take 

place:

(a)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b) at any time by consent of all 

the parti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rticle 55

Reduction of the parties to a 

multilateral treaty below the number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multilateral treaty does not 

terminate by reason only of the 

fact that the number of the parties 

falls below the number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제 3절 

조약의 종류 및 시행정지

제54조 

조약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따른 조

약의 종료 또는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음

의 경우에 행하여질 수 있다.

(a)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또는

(b)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55조 

다자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의 

그 당사국수의 감소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

조약은 그 당사국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이하로 감소하는 사실만을 이유로 종료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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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

Denunciation of or withdrawal from 

a treaty containing no provision 

regarding termination, denunciation 

or withdrawal

1. A treaty which contains no 

provision regarding its termination 

and which does not provide for 

denunciation or withdrawal is not 

subject to denunciation or withdrawal 

unless:

(a)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intended to admit the possibility 

of denunciation or withdrawal; or

(b) a right of denunciation or 

withdrawal may be implied by 

the nature of the treaty.

2. A party shall give not less 

than twelve months' notice of its 

intention to denounce or withdraw 

from a treaty under paragraph 1.

Article 57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by 

consent of the parties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regard 

to all the parties or to a particular 

party may be suspended:

(a)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b) at any time by consent of all 

the parti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제56조 

종료․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

함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1. 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

며 또한 폐기 또는 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조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폐기 또는 탈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이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 음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b)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

질상 묵시되는 경우

2. 당사국은 상기 1항에 따라 조약의 폐

기 또는 탈퇴 의사를 적어도 12개월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조약 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의한 조

약의 시행정지

모든 당사국 또는 특정의 당사국에 대하

여 조약의 시행이 다음의 경우에 정지될 

수 있다.

(a)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또는

(b)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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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8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multilateral treaty by agreement 

between certain of the parties only

1. Two or more parties to a 

multilateral treaty may conclude 

an agreement to suspend the 

operation of provisions of the treaty, 

temporarily and as between themselves 

alone, if:

(a) the possibility of such a suspension 

is provided for by the treaty; or

(b) the suspension in ques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treaty and:

(i) does not affect the enjoyment 

by the other parties of their rights 

under the treaty 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ii)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2. Unless in a case falling under 

paragraph 1(a)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the parties in question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their intention to conclude the 

agreement and of those provisions 

of the treaty the operation of 

which they intend to suspend.

Article 59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mplied by 

conclusion of a later treaty

제58조 

일부 당사국간만의 합의에 의한 다자조약의 

시행정지

1.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은 다음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또한 그 당

사국간에서만 조약 규정의 시행을 정지시

키기 위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정지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문제의 정지가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

지 아니하고 또한

(i) 다른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권리 

향유 또는 의무의 이행에 향을 주지 아

니하며

(ii)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경우

2. 상기 1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약

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의 당

사국은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그 의

사 및 시행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조약규

정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후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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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reaty shall be considered 

as terminated if all the parties 

to it conclude a later treaty relating 

to the same subject-matter and:

(a) it appears from the later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intended that the matter 

should be governed by that treaty; 

or

(b) the provisions of the later 

treaty are so far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e earlier one that the 

two treaties are not capable of 

being applied at the same time.

2. The earlier treaty shall be considered 

as only suspended in operation if 

it appears from the later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such wa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ticle 60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as a consequence 

of its breach

1. A material breach of a bilateral 

treaty by one of the parties 

entitles the other to invoke the 

breach as a ground for terminating 

the treaty or suspending its operation 

in whole or in part.

2. A material breach of a multilateral 

treaty by one of the parties entitles:

1.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한 후조약을 체결하고 또한 아래의 것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조약은 종료한 것

으로 간주된다.

(a) 후조약에 의하여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국이 의도하 음이 그 후조약으

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 또는

(b) 후조약의 규정이 전조약의 규정과 근

본적으로 양립하지 아니하여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2. 전조약을 시행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

국의 의사이었음이 후조약으로부터 나타

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에 전조

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만으로 간주된다.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

는 시행정지

1. 양자조약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

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 부여

한다.

2.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의한 실질

적 위반은 관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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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other parties by unanimous 

agreement to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or to terminate it either:

(i) in the relations between themselves 

and the defaulting State, or

(ii) as between all the parties;

(b) a party specially affected by 

the breach to invoke it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in 

the relations between itself and 

the defaulting State; 

(c) any party other than the defaulting 

State to invoke the breach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with respect to itself if the treaty 

is of such a character that a 

material breach of its provisions 

by one party radically changes 

the position of every party with 

respect to the further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3. A material breach of a treat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consists in:

(a) a repudiation of the treaty not 

sanctioned by the present Convention; 

or

(b) the violation of a provision 

essential to the accomplishment

(a) 다른 당사국이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

하여

(i) 그 다른 당사국과 위반국간의 관계에

서 또는

(ii) 모든 당사국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정지 시키거나 또는 그 

조약을 종료시키는 권리

(b)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향을 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

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

(c) 어느 당사국에 의한 조약규정의 실질적 

위반으로 그 조약상의 의무의 추후의 이

행에 관한 모든 당사국의 입장을 근본적

으로 변경시키는 성질의 조약인 경우에, 

위반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에 관하여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정지를 위

한 사유로서 그 다른 당사국에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

3. 본 조의 목적상, 조약의 실질적 위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이 협약에 의하여 원용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 거부 또는

(b)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

인 규정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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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bject or purpose of the 

treaty.

4. The foregoing paragraphs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provision 

in the treaty applicable in the 

event of a breach.

5. Paragraphs 1 to 3 do not apply 

to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person contained in 

treaties of a humanitarian character, 

in particular to provisions prohibiting 

any form of reprisals against persons 

protected by such treaties.

Article 61

Supervening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1. A party may invoke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a treaty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it if the impossibility results from 

the permanent disappearance or 

destruction of an object indispensable 

for the execution of the treaty. If 

the impossibility is temporary, it 

may be invoked only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2.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ay 

not be invoked by a party as a 

ground for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if the impossibility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at 

party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4. 상기의 제 규정은 위반의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는 조약상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

니한다.

5. 상기 1항 내지 3항은 인도적 성질의 

조약에 포함된 인신의 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그러한 조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복구를 금지하

는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

1.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에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

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그 이행불능

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만 원용될 수 있다.

2. 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

른 당사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

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에 그 이

행 불능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원용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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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2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1.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occurred with regard 

to those existing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and 

which was not foreseen by the 

parti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the treaty unless:

(a) the existence of those circumstances 

constituted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b) the effect of the change is 

radically to transform the extent 

of obligations still to be performed 

under the treaty.

2.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a) if the treaty establishes a boundary; 

or

(b) if the fundamental change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e 

party invoking it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3. If,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s, 

a party may invoke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round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1. 조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에 관

하여 발생하 으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예견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

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

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그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 으며 또한

(b)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그 변경의 효과가 급격하게  

변환시키는 경우

2.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는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 조약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

(b) 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

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

3. 상기의 제 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

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

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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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it may also invoke the 

change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Article 63

Sever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The sever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between parties 

to a treaty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 established between 

them by the treaty except in so 

far as the existe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is indispensa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Article 64

Emergence o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emerges, any 

existing treaty which is in conflict 

with that norm becomes void and 

terminates.

SECTION 4. 

PROCEDURE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

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제63조 

외교 또는 사 관계의 단절

조약 당사국간의 외교 또는 사 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사 관계의 존재가 그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에 의하여 그 당사국간에 확립된 

법적 관계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64조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강행규범)의 

출현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제 4절 

절 차

제65조 

조약의 부적법․종료․탈퇴 또는 시행정

지에 관하여 취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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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arty which,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invokes either a defect in it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or a ground for impeaching the 

validity of a treaty, terminating 

it, withdrawing from it or suspending 

its operation, must notify the 

other parties of its claim. The 

notification shall indicate the 

measure proposed to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treaty and 

the reasons therefor.

2. If,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which, except in cases of special 

urgency,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no party has 

raised any objection, the party 

making the notification may carry 

out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 67 the measure which it 

has proposed.

3. If, however, objection has been 

raised by any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seek a solution through 

the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 Nothing in the foregoing paragraphs 

shall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any provisions 

in force binding the parties with 

regard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5.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5, 

the fact that a State has not 

previously made the notification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상의 허가를 원용하거

나 또는 조약의 적법성을 부정하거나 조

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

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

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한다. 그 

통고에는 그 조약에 관하여 취하고자 제

의하는 조치 및 그 이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

고의 접수 후 3개월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통고를 행한 당사국은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당사국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3. 다만,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 제

33조에 열거되어 있는 수단을 통한 해결

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상기 제 조항의 어느 규정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유효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제45조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국가가 

상기 1항에 규정된 통고를 사전에 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조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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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not prevent it from making such 

notification in answer to another 

party claiming performance of the 

treaty or alleging its violation.

Article 66

Procedures for judicial settlement,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f,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65, 

no solution  has been reached 

within a period of 12 month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objection 

was raised,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be followed:

(a) any one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53 or 64 may, by a written application, 

submit 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 decision 

unless the parties by common 

consent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b) any one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any of 

the other articles in Part V of 

the present Convention may set 

in motion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Annexe to the Convention 

by submitt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또는 조약의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

국에 대한 회답으로서 그 국가가 그러한 

통고를 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제66조 

사법적 해결․중재 재판 및 조정을 위한 

절차 

이의가 제기된 일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65조 3항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a) 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 또는 해

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 당사국은 제 

당사국이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분쟁을 

중재 재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서면 신청으로써 부탁할 수 있다.

(b) 이 협약 제5부의 다른 제 조항의 적

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 당

사국은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의 

취지로 요구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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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7

Instruments for declaring invalid,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1. The notification provided for 

under article 65 paragraph 1 must 

be made in writing.

2. Any act declaring invalid,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of paragraphs 2 or 3 of article 65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an 

instrument communicated to the 

other parties. If the instrument 

is not signed by the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o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communicating 

it may be called upon to produce 

full powers.

Article 68

Revocation of notifications and 

instruments provided for in articles 

65 and 67

A notification or instrument provided 

for in articles 65 or 67 may be 

revoked at any time before it 

takes effect.

제67조 

조약의 부적법선언․종료․탈퇴 또는 시

행정지를 위한 문서

1. 제65조1항에 따라 규정된 통고는 서면

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2. 조약의 규정 또는 제65조2항 또는 3

항의 규정에 따른 그 조약의 부적법선언․ 

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행위는 

다른 당사국에 전달되는 문서를 통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동 문서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서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전달하는 국

가의 대표에게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제65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통고와 문서

의 철회

제65조 또는 제67조에 규정된 통고 또는 

문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

지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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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Article 69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of 

a treaty

1. A treaty the invalidity of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is void. The provisions 

of a void treaty have no legal 

force.

2. If acts have nevertheless been 

performed in reliance on such a 

treaty:

(a) each party may require any 

other party to establish as far as 

possible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position that would have 

existed if the acts had not been 

performed;

(b) acts performed in good faith 

before the invalidity was invoked 

are not rendered unlawful by 

reason only of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3.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9, 50, 51 or 52, paragraph 2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party to which the fraud, the 

act of corruption or the coercion 

is imputable.

제 5절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의 효과

제69조 

조약의 부적법의 효과

1. 이 협약에 의거하여 그 부적법이 확정

되는 조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조약의 규

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다만, 그러한 조약에 의존하여 행위가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각 당사국은 그 행위가 실행되지 아

니하 더라면 존재하 을 상태를 당사국

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한 확립하

도록 다른 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b) 부적법이 원용되기 전에 성실히 실행

된 행위는 그 조약의 부적법만을 이유로 

불법화되지 아니한다.

3. 제49조,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만․부정행위 또

는 강제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국에 관

하여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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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the case of the invalidity of 

a particular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multilateral treaty, 

the foregoing rules apply in the 

relations between that State and 

the parties to the treaty.

Article 70

Consequences of the termination 

of a treaty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ermination of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 releases the parties from any 

obligation further to perform the 

treaty;

(b) does not affect any right, 

obligation or legal situation of 

the parties cre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treaty prior to 

its termination.

2. If a State denounces or withdraws 

from a multilateral treaty, paragraph 1 

applies in the relations between 

that State and each of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from the 

date when such denunciation or 

withdrawal takes effect.

Article 71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of 

a treaty which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4. 다자조약에 대한 특정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부적법의 경우에 상기의 제 규칙

은 그 국가와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관계

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70조 

조약의 종료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약에 

의거한 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a) 당사국에 대하여 추후 그 조약을 이

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b) 조약의 종료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상태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2. 국가가 다자조약을 폐기하거나 또는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페기 또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그 국가와 

그 조약의 다른 각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

어서 상기 1항이 적용된다.

제71조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의 부적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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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case of a treaty which 

is void under article 53 the 

parties shall:

(a) eliminate as far as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any act performed 

in reliance on any provision which 

conflicts with the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b) bring their mutual relations 

into conformity with the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2. In the case of a treaty which 

becomes void and terminates under 

article 64, the termination of the 

treaty:

(a) releases the parties from any 

obligation further to perform the 

treaty;

(b) does not affect any right, 

obligation or legal situation of 

the parties cre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treaty prior to 

its termination; provided that those 

rights, obligations or situations 

may thereafter be maintain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ir maintenance 

is not in itself in conflict with 

the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rticle 72

Consequences of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1. 제53조에 따라 무효인 조약의 경우에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a)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과 충돌하는 

규정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제거하며 또한

(b) 당사국의 상호관계를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2. 제6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종료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a) 당사국에 대하여 추후 그 조약을 이

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b) 조약의 종료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상태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무 또는 상태는 그 유지 

자체가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과 충

돌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후 

유지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72조 

조약의 시행정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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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 releases the parties between 

which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s suspended from the obligation 

to perform the treaty in their 

mutual relations during the period 

of the suspension;

(b) does not otherwise affect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stablished by the treaty.

2. During the period of the suspension 

the parties shall refrain from acts 

tending to obstruct the resumption 

of the operation of the treaty.

PART V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73

Cases of State succession, State 

responsibility and outbreak of 

hostilitie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prejudge 

any question that may arise in 

regard to a treaty from a succession 

of States or from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or from 

the outbreak of hostilities between 

States.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약에 

의거한 그 조약의 시행정지는 다음의 효

과를 가져온다.

(a) 조약의 시행이 정지되어 있는 당사국

에 대해서는 동 정지기간동안 그 상호관

계에 있어서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

제한다.

(b) 그 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당사국간의 

법적 관계에 달리 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시행정지 기간동안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 재개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한다.

제 6부 

잡 칙

제73조 

국가의 계승․국가 책임 및 적대행위 발

발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국가의 계승․국가의 

국제 책임 또는 국가간의 적대 행위의 발

발로부터 조약에 관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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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nd the conclusion of treaties

The severance or abse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between two 

or more States does not prevent 

the conclusion of treaties between 

those States. The conclusion of a 

treaty does not in itself affect the 

situation in regard to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Article 75

Case of an aggressor State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 in relation to a 

treaty which may arise for an 

aggressor State in consequence 

of measures taken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th reference to that 

State's aggression.

PART VII

DEPOSITARIES, NOTIFICATIONS, 

CORRECTIONS AND REGISTRATION

Article 76

Depositaries of treaties

1. The designation of the depositary 

of a treaty may be made by the 

negotiating States, either in the 

treaty itself or in some other 

manner. The depositary may be 

one or more States, an international

제74조 

외교 및 사관계와 조약의 체결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외교 또는 

사관계의 단절 또는 부재는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조약의 

체결은 그 자체 외교 또는 사관계에 관

련된 상태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75조

침략국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하여 

침략국의 침략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그 침략국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약상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7부

수탁자․통고․정정 및 등록

제76조 

조약의 수탁자

1. 조약의 수탁자는 조약 그 자체 속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교섭국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다. 수탁자는 1 또는 그 이

상의 국가․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수

석 행정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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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r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2. The functions of the depositary 

of a treaty are international in 

character and the depositary is 

under an obligation to act impartially 

in their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a treaty has not 

entered into force between certain 

of the parties or that a difference 

has appeared between a State and 

a depositary with regard to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s functions 

shall not affect that obligation.

Article 77

Functions of depositaries

1. The functions of a depositar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y or agreed by the contracting 

States, comprise in particular:

(a) keeping custody of the original 

text of the treaty and of any full 

powers delivered to the depositary;

(b) preparing certified copies of the 

original text and preparing any 

further text of the treaty in such 

additional languages as may be 

required by the treaty and transmitting 

them to the parties and to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c) receiving any signatures to the 

treaty and receiving and keeping 

custody of any instruments,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relating to it;

2. 조약의 수탁자의 기능은 성질상 국제

적이며 또한 수탁자는 그 기능을 수행함

에 있어서 공평하게 행동할 의무를 진다. 

특히, 조약이 일부 당사국간에 발효하지 

아니하 거나 또는 수탁자의 기능의 수행

에 관하여 국가와 수탁자간에 의견의 차

이가 발생한 사실은 그러한 의무에 향

을 주지 아니한다.

제77조 

수탁자의 기능 

1. 달리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체약국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

탁자의 기능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수탁자에 송달된 조약 및 전권 위임

장의 원본 보관

(b) 원본의 인증등본 작성, 조약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는 추가의 언어에 의한 조약문 

작성 및 조약의 당사국과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의 그 전달

(c) 조약에 대한 서명의 접수 및 조약에 

관련된 문서․통고 및 통첩의 접수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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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mining whether the signature 

or any instrumen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e treaty 

is in due and proper form and, if 

need be, bring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in question;

(e) informing the parties and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of acts,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relating to 

the treaty;

(f) informing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when the number of signatures 

or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has been received 

or deposited;

(g) registering the treaty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h) performing the functions specified 

in other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2.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appearing between a State and 

the depositary as to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s functions, the depositary 

shall bring the question to the 

attention of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or, 

where appropriate, of the competent 

orga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d) 서명 또는 조약에 관련된 문서․통고 

또는 통첩이 정당하고 또한 적절한 형식

으로 된 것인가의 검토 및 필요한 경우에 

문제점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주의 환기

(e) 조약의 당사국 및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대한 그 조약에 관련된 

행위의 통고 및 통첩의 통보

(f)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의 서명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접수되거나 또는 기탁되는 경우에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의 

통보

(g) 국제연합사무국에의 조약의 등록

(h)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명시된 기능의 

수행

2. 수탁자의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

와 수탁자간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의 

경우에 수탁자는 그 문제에 대하여 서명

국과 체약국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관계 

국제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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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8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Except as the treaty or the present 

Convention otherwise provide, any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to 

be made by any Stat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 if there is no depositary, be 

transmitted direct to the States 

for which it is intended, or if there 

is a depositary, to the latter;

(b)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made by the State in question 

only upon its receipt by the State 

to which it was transmitted or, 

as the case may be, upon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

(c) if transmitted to a depositary, 

be considered as received by the 

State for which it was intended 

only when the latter State has 

been informed by the deposit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paragraph 1

Article 79 

Correction of errors in texts or 

in certified copies of treaties

1. Where, after the authentication 

of the text of a treaty,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are agreed that it contains an 

error, the error shall, unless they 

decide upon some other means of 

correction, be corrected:

제78조 

통고 및 통첩 

조약 또는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통고 또는 통첩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 또는 

통첩은 받을 국가에 직접 전달되며 수탁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전달된다.

(b) 전달 대상 국가가 통고 또는 통첩을 

접수한 때에만 또는 경우에 따라 수탁자

가 접수한 때에만 문제의 국가가 그 통고 

또는 통첩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수탁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전달 대

상 국가가 제77조1항(e)에 의거하여 수

탁자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만 그 국가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79조 

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 정정 

1.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그 속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서명국 및 체약국이 합의하

는 경우에는 그들이 다른 정정방법에 관

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착오는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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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 having the appropriate 

correction made in the text and 

causing the correction to be initiall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b) by executing or exchanging an 

instrument or instruments setting 

out the correction which it has 

been agreed to make; or

(c) by executing a corrected text 

of the whole treaty by the same 

procedure as in the case of the 

original text.

2. Where the treaty is one for 

which there is a depositary, the 

latter shall notify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error and of the proposal 

to correct it and shall specify an 

appropriate time-limit within which 

objection to the proposed correction 

may be raised. If, on the expiry 

of the time-limit:

(a)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the depositary shall make and 

initial the correction in the text 

and shall execute a proc?s-verbal 

of the rectification of the text 

and communicate a copy of it to 

the parties and to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b) an objection has been raised, 

the depositary shall communicate 

the objection to the signatory 

States and to the contracting 

States.

(a) 착오문에 적당한 정정을 가하고 정당

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

서명하는 것

(b)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1 또는 그 이

상의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

를 교환하는 것

(c)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2. 수탁자가 있는 조약의 경우에 수탁자

는 서명국 및 체약국에 대하여 착오와 그 

정정 제안을 통보하며 또한 제안된 정정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을 명시한다. 그 기한이 만료되면 다

음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a)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탁

자는 착오문에 정정을 가하고 이에 가서

명하며 또한 착오문의 정정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조약의 당사국 및 조

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송부한다.

(b)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수탁자는 그 

이의를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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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ules in paragraphs 1 and 

2 apply also where the text has 

been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and it appears that there 

is a lack of concordance which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should 

be corrected.

4. The corrected text replaces the 

defective text ab initio, unless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otherwise decide.

5. The correction of the text of a 

treaty that has been registered 

shall be notifi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6. Where an error is discovered 

in a certified copy of a treaty, the 

depositary shall execute a procšs- 

verbal specifying the rectification 

and communicate a copy of it to 

the signatory States and to the 

contracting Slates.

Article 80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treaties

1. Treaties shall, after their entry 

into force, be trans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or filing and recording, 

as the case may be, and for 

publication.

3. 조약문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정

본인증되고 또한 서명국 및 체약국간의  

합의로써 정정되어야 할 합치의 결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

의 규칙이 또한 적용된다.

4. 정정본은 서명국 및 체약국이 달리 결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처음부터｣ 흠결본을 

대치한다.

5. 등록된 조약문의 정정은 국제연합사무

국에 통고된다.

6. 조약의 인증등본에서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정정을 명시하는 ｢경위

서｣를 작성하며 또한 그 사본을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제80조 

조약의 등록 및 발간 

1. 조약은 그 발효 후에 경우에 따라 등

록 또는 편철과 기록을 위하여 또한 발간

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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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esignation of a depositary 

shall constitute authorization for  

it to perform the acts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PART VIII

FINAL PROVISIONS

Article 81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r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until 30 November 

1969, at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and subsequently, until 

30 April 1970,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Article 82

Ratification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수탁자의 지정은 상기 전항에 명시된 

행위를 수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제 8부 

최종조항

제81조  

서 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중의 

어느 하나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

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9년 1월 30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70년 4월 30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82조 

비 준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부록】

296

Article 83

Accessio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belonging to any of the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81.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84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85

Authentic texts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제83조 

가 입

이 협약은 제81조에 언급된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

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4조

발 효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

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85조 

정 본 

중국어․ 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본

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

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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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at Vienna, this twenty-third 

day of Ma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nine.

A N N E X

1. A list of conciliators consisting 

of qualified jurists shall be drawn 

up and maintain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is end, every State which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invited to nominate two 

conciliator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so nominated shall 

constitute the list. The term of a 

conciliator, including that of any 

conciliator nominated to fill a 

casual vacancy, shall be five years 

and may be renewed. A conciliator 

whose term expires shall continue 

to fulfil any function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chosen under 

the following paragraph.

2. When a request has been made 

to the Secretary-General under 

article 66, the Secretary-General 

shall bring the dispute before a 

conciliation commission constituted 

as follows:

The State or States constituting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 다. 

일천구백육십구년 오월 이십삼일 비엔나

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자격있는 법률가로 

구성되는 조정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연합의 회원

국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모든 국가는 

2명의 조정관을 지명하도록 요청되며 또

한 이렇게 지명된 자의 명단은 상기명부

에 포함된다.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

하여 지명된 조정관의 임기를 포함하여 

조정관의 임기는 5년이며 또한 연임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조정관은 하기 2

항에 따라 그가 선임된 목적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제66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요청이 제기된 경우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부탁

한다.

분쟁당사국의 일방을 구성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다음과 같이 조정관을 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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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e conciliator of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or of one of those 

States, who may or may not be 

chosen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b) one conciliator not of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or of 

any of those States, who shall be 

chosen from the list.

The State or States constituting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two conciliators in 

the same way. The four conciliators 

chosen by the parties shall be 

appointed within sixty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General receives the request.

The four conciliators shall, within 

sixty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e last of their own appointments, 

appoint a fifth conciliator chosen 

from the list, who shall be chairman.

If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r of any of the other conciliators 

has not been mad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above for such 

appointment, it shall be made by 

the Secretary-General within sixty 

days following the expiry of that 

period.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may be made by the 

Secretary-General either from the 

list or from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y of the periods within which 

appointments must be made may 

be ext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 상기 1항에 언급된 명부 또는 동 명

부외에서 선임될 수 있는 자로서 당해국의 

또는 당해 2이상의 국가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1명의 조정관을 임명

하며 또한

(b) 상기 명부에서 선임되는 자로서 당해국  

또는 당해 2이상의 국가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1명의 조정

관을 임명한다.

분쟁 당사국의 타방을 구성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2명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선임되는 4명의 조정관은 사무총장이 요

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명의 조정관은 그들중 최후에 임명을 받

는 자의 임명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상기

명부로 부터 선임되는 자로서 조정위원장이 

될 제5조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위원장 또는 다른 조정관의 임명을 위하여 

상기에 지정한 기간내에 그러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간이 

만료한 후 60일이내에 사무총장이 임명을 

행한다. 위원장의 임명은 명부중에서 또는 

국제법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무총장이 

행할 수 있다. 임명이 행하여져야 하는 기

간은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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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3.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decide its own procedure. 

The Commiss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invite any party to the treaty to 

submit to it its views orally or in 

writing.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five 

members.

4. The Commission may draw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any measures which 

might facilitate an amicable settlement.

5. The Commission shall hear the 

parties, examine the claims and 

objections, and make proposals to 

the parties with a view to reaching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6. The Commission shall report 

within twelve months of its constitution.  

Its repor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and transmitted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including any conclusions stated 

therein regarding the facts or 

questions of law, shall not be 

binding upon the parties and it 

shall have no other character than 

that of recommendations submitt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parties 

in order to facilitate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공석은 처음의 임명에 관하여 지정된 방

법으로 보충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그 견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5명의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4. 위원회는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

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와 이의를 심사하며 또한 분쟁의 우

호적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당사국에 

대한 제안을 작성한다.

6. 위원회는 그 구성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사무총장

에게 기탁되며 또한 분쟁당사국에 송부된다. 

사실 또는 법적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결론을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하

며 또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에 의한 고려의 목적으로 

제출된 권고 이외의 다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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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ovide the Commission with such 

assistance and facilities as it may 

require. The expens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borne by 

the United Nations.  

7.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협

조와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의

경비는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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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대비표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alling that peoples of all nations 

from ancient times have recognized 

the status of diplomatic agents,

Having in mi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ing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elieving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diplomatic intercourse, 

privileges and immunities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irrespective of their differing constitutional 

and social systems,

Realizing that the purpose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s 

not to benefit individuals but to 

ensure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diplomatic missions 

as representing States,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본 협약의 당사국은,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의 국민이 외교관의 

신분을 인정하 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

지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고,

외교교섭,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

의 여러 국가의 상이한 헌법체계와 사회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

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

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

한 것임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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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ing that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hould continue 

to govern questions not expressly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expressions 

shall have the meanings hereunder 

assigned to them:

(a) the “head of the mission” is 

the person charged by the sending 

State with the duty of acting in 

that capacity;

(b) the “members of the mission” 

are the head of the mission and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c)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are the 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and of the 

service staff of the mission;

(d) the “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 are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having diplomatic 

rank;

(e) a “diplomatic agent” is the 

head of the mission or a member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본 협약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에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이 계속 

지배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 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

한다.

(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

을 말한다.

(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

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

(d)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

(e)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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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are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employed 

in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ervice of the mission;

(g) the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are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in the domestic 

service of the mission;

(h) a “private servant” is a person 

who is in the domestic service of 

a member of the mission and 

who is not an employee of the 

sending State;

(i) the “premises of the mission” 

are the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and the land ancillary 

thereto, irrespective of ownership,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including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mission.

Article 2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tates, and of 

permanent diplomatic missions, 

takes place by mutual consent.

Article 3

1. The functions of a diplomatic 

mission consist inter alia in:

(a) representing the sending State 

in the receiving State;

(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

(g)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관내역무

에 종사하는 공관직원을 말한다.

(h) “개인 사용인”이라 함은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며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

닌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

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 2조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

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

어진다.

제 3조

1. 외교공관의 직무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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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tecting in the receiving 

State the interests of the sending 

State and of its nationals, within 

the limits permitted by international 

law;

(c) negotiating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ceiving State;

(d) ascertaining by all lawful means 

conditions and developments in 

the receiving State, and reporting 

thereon to the Government of 

the sending State;

(e)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sending State and 

the receiving State, and developing 

their economic, cultural and scientific 

relations.

2.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the performance of consular functions 

by a diplomatic mission.

Article 4

1. The sending State must make 

certain that the agr ment of the 

receiving State has been given 

for the person it proposes to 

accredit as head of the mission 

to that State.

2. The receiving State is not obliged 

to give reasons to the sending 

State for a refusal of agr ment.

(b) 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d)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

한 상기 사항의 보고.

(e)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2.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 (agreement)

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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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1. The sending State may, after 

it has given due notification to 

the receiving States concerned, 

accredit a head of mission or 

assign any member of the diplomatic 

staff, as the case may be, to more 

than one State, unless there is 

express objection by any of the 

receiving States.

2. If the sending State accredits 

a head of mission to one or more 

other States it may establish a 

diplomatic mission headed by a 

charge d'affaires ad interim in 

each State where the head of 

mission has not his permanent 

seat.

3. A head of mission or any 

member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may act as representative 

of the sending State to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rticle 6

Two or more States may accredit 

the same person as head of 

mission to another State, unless 

objection is offered by the receiving 

State.

Article 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8, 9 and 11, the sending State

제 5조

1. 파견국은 관계접수국들에 적절한 통고

를 행한 후 접수국중 어느 국가의 명백한 

반대가 없는 한, 사정에 따라서 1개국이

상의 국가에 1인의 공관장을 파견하거나 

외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1개국 또는 그이상의 국가에 

1인의 공관장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국은 

공관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각국에 대사

대리를 장으로 하는 외교공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은 어떠한 

국제기구에 대하여서도 파견국의 대표로

서 행동할 수 있다.

제 6조

2개국 또는 그이상의 국가는,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타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 7조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은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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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freely appoint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In 

the case of military, naval or air 

attach s, the receiving State may 

require their names to be submitted 

beforehand, for its approval.

Article 8

1. 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should in principle 

be of the nationality of the sending 

State.

2. 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may not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receiving State,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at 

State which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3. The receiving State may reserve 

the same right with regar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who 

are not als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rticle 9

1. The receiving State may at 

any time and without having to 

explain its decision, notify the 

sending State that the head of 

the mission or any member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is Persona non grata or that any 

other member of the staff of the 

mission is not acceptable. In any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육․해․공

군의 무관인 경우에는, 접수국은 그의 승

인을 위하여 사전에 그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1. 공관의 외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

의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2. 공관의 외교직원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접수국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중에

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제3국

의 국민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권리를 유

보할 수 있다.

제 9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

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

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

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역에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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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case, the sending State shall, 

as appropriate, either recall the 

person concerned or terminate 

his functions with the mission. A 

person may be declared non grata 

or not acceptable before arriv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2. If the sending State refuses or 

fails within a reasonable perio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State may refuse to 

recognize the person concerned 

as a member of the mission.

Article 10

1.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such 

other ministry as may be agreed, 

shall be notified of:

(a) the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mission, their arrival and 

their final departure or the termination 

of their functions with the mission;

(b) the arrival and final departure 

of a person belonging to the family 

of a member of the mission and, 

where appropriate, the fact that 

a person becomes or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family of a 

member of the mission; 

(c) the arrival and final departure 

of private servants in the employ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

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는 다음과 같은 통고를 받는다.

(a) 공관원의 임명, 그들의 도착과 최종 

출발 또는 그들의 공관 직무의 종료.

(b) 공관원의 가족에 속하는 자의 도착 

및 최종 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어떤 

사람이 공관원의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않게 되는 사실.

(c) 본 항 (a)에 언급된 자에게 고용된 

개인 사용인의 도착과 최종 출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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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rsons referred to in sub- 

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where appropriate, the fact 

that they are leaving the employ 

of such persons; 

(d) the engagement and discharge 

of persons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as members of the mission 

or private servants entitled to 

privileges and immunities.

2. Where possible, prior notification 

of arrival and final departure 

shall also be given.

Article 11

1. In the absence of specific 

agreement as to the size of the 

mission, the receiving State may 

require that the size of a mission 

be kept within limits considered 

by it to be reasonable and normal, 

having regard to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n the receiving 

State and to the needs of the 

particular mission.

2. The receiving State may equally, 

within similar bounds an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refuse 

to accept officials of a particular 

category.

Article 12

The sending State may not, without 

the prior express consent of the

적당한 경우, 그들의 고용인과 해약을 하

게 되는 사실.

(d)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공

관원이나 개인 사용인으로서 접수국에 거

주하는 자의 고용 및 해고.

2. 가능하면, 도착과 최종 출발의 사전 

통고도 하여야 한다.

제11조 

1. 공관 규모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자국의 사정과 조건 

및 당해 공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합리

적이며,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서 공관의 규모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접수국은 또한 유사한 범위내에서 그

리고 무차별의 기초 위에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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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State, establish offices 

forming part of the mission in 

localities other than those in which 

the mission itself is established.

Article 13

1. The head of the mission is considered 

as having taken up his functions 

in the receiving State either when 

he has presented his credentials 

or when he has notified his 

arrival and a true copy of his 

credentials has been presented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such 

other ministry as may be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 

prevailing in the receiving State 

which shall be applied in a uniform 

manner.

2. The order of presentation of 

credentials or of a true copy thereof 

will be determined by the date 

and time of the arrival of the 

head of the mission.

Article 14

1. Heads of mission are divided 

into three classes, namely:

(a) that of ambassadors or nuncios 

accredited to Heads of State, and 

other heads of mission of equivalent 

rank;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1. 공관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접수국

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자기의 신임장을 

제정하 을 때 또는 그의 도착을 통고하

고 신임장을 제정하 을 때 또는 그의 도

착을 통고하고 신임장의 진정등본을 접수

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된 기타 부처에 제

출하 을 때에 접수국에서 그의 직무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임장이나 또는 신임장의 진정등본 

제출순서는 공관장의 도착 일자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1. 공관장은 다음의 3가지 계급으로 구분

된다.

(a)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또는 교황청

대사, 그리고 동등한 계급을 가진 기타의 

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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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at of envoys, ministers and 

internuncios accredited to Heads 

of State; 

(c) that of charg d'affaires accredited 

to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2. Except as concerns precedence 

and etiquette, there shall be no 

differentiation between heads of 

mission by reason of their class.

Article 15

The class to which the heads of 

their missions are to be assigned 

shall be agreed between States.

Article 16

1. Heads of mission shall take 

precedence in their respective 

classes in the order of the date 

and time of taking up thei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2. Alterations in the credentials 

of a head of mission not involving 

any change of class shall not 

affect his precedence.

3.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practice accepted by the 

receiving State regarding the 

precedenc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Holy See.

(b)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공사 또는 교황청 

공사.

(c)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

2. 서열 및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

고는, 그들의 계급으로 인한 공관장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공관장에게 부여되는 계급은 국가간의 합

의로 정한다.

제16조 

1. 공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로 

각자의 해당계급내의 서열이 정하여진다.

2. 계급의 변동에 관련되지 아니한 공관

장의 신임장 변경은 그의 서열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는 교황청대표의 서열에 관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승인된 어떠한 관행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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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The precedence of the 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shall be notified by the 

head of the mission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r such other 

ministry as may be agreed.

Article 18

The procedure to be observed in 

each State for the reception of 

heads of mission shall be uniform 

in respect of each class.

Article 19

1. If the post of head of the 

mission is vacant, or if the head 

of the mission is unable to 

perform his functions, a charg 

d'affaires ad interim shall act 

provisionally as head of the 

mission. The name of the charg 

d'affaires ad interim shall be 

notified, either by the head of 

the mission or, in case he is 

unable to do so, by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sending 

State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such other ministry as may be 

agreed.

2. In cases where no member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mission 

is present in the receiving State, 

a member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may, with the

제17조 

공관장은 공관의 외교직원의 서열을 외무

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다.

제18조 

공관장의 접수를 위하여 각국에서 준수되는 

절차는 각 계급에 관하여 일률적이어야 

한다.

제19조 

1. 공관장이 공석이거나 또는 공관장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

사대리가 잠정적으로 공관장으로서 행동

한다. 대사대리의 성명은, 공관장이나 또

는 공관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

국의 외무부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

의된 기타 부처에 통고한다.

2. 접수국에 공관의 외교직원이 없는 경

우에는, 파견국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행정 및 기능직원을, 공관의 일상관리사

무를 담당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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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be 

designated by the sending State 

to be in charge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mission.

Article 20

The mission and its head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flag 

and emblem of the sending State 

on the premises of the mission, 

including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mission, and on his 

means of transport.

Article 21

1. The receiving State shall either 

facilitate the acquisition on it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by the sending State of 

premises necessary for its mission 

or assist the latter in obtaining 

accommodation in some other way.

2. It shall also, where necessary, 

assist missions in obtaining suitable 

accommodation for their members.

Article 22

1. The premises of the mission 

shall be inviolable. The agents of 

the receiving State may not enter 

them,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mission.

2. The receiving State is under a 

special duty to take all appropriate

제20조 

공관과 공관장은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한 

공관지역 및 공관장의 수송수단에 파견국의 

국기 및 문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1. 접수국은, 그 법률에 따라, 파견국이 

공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관지역을 

접수국의 토에서 취득함을 용이하게 하

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견국이 시설

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

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

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

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

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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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to protect the premises of 

the mission against any intrusion 

or damage and to prevent any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mission or impairment of its dignity.

3. The premises of the mission, 

their furnishings and other property 

thereon and the means of transport 

of the mission shall be immune 

from search, requisition, attachment 

or execution.

Article 23

1. The sending State and the head 

of the mission shall be exempt 

from all national, regional or 

municipal dues and taxes in respect 

of the premises of the mission, 

whether owned or leased, other 

than such as represent payment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2. The exemption from taxation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such dues and taxes 

payable under the law of the 

receiving State by persons contracting 

with the sending State or the 

head of the mission.

Article 24

The archives and documents of the 

mission shall be inviolable at any 

time and wherever they may be.

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된다.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

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

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

제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

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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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The receiving State shall accord 

full fac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mission.

Article 26

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zones entry into which 

is prohibited or regulat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the 

receiving State shall ensure to 

all members of the mission freedom 

of movement and travel in its 

territory.

Article 27

1. The receiving State shall permit 

and protect free communication 

on the part of the mission for all 

official purposes. In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the 

other missions and consulates of 

the sending State, wherever situated, 

the mission may emplo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diplomatic couriers 

and messages in code or cipher. 

However, the mission may install 

and use a wireless transmitter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2. The official correspondence of 

the mission shall be inviolable. 

Official correspondence means al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he 

mission and its functions.

제25조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

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

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공관

원에게 대하여, 접수국 토내에서의 이

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

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

관은 자국 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

타의 자국 공관이나 사관과 통신을 함

에 있어서, 외교 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

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

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

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 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

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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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iplomatic bag shall not 

be opened or detained.

4. The packages constituting the 

diplomatic bag must bear visible 

external marks of their character 

and may contain only diplomatic 

documents or articles intended 

for official use.

5. The diplomatic courier, who 

shall be provided with an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his status and 

the number of packages constituting 

the diplomatic bag, shall be protected 

by the receiving State in the 

performance of his functions. He 

shall enjoy personal inviola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

6. The sending State or the mission 

may designate diplomatic couriers 

ad hoc.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except that the 

immunities therein mentioned shall 

cease to apply when such a courier 

has delivered to the consignee the 

diplomatic bag in his charge.

7. A diplomatic bag may be entrusted 

to the captain of a commercial 

aircraft scheduled to land at an 

authorized port of entry. He shall 

be provided with an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the number of packages 

constituting the bag but he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 diplomatic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

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

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

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행낭

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

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

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 

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 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기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

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

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

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행낭을 수령하

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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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The mission may send one 

of its members to take possession 

of the diplomatic bag directly and 

freely from the captain of the 

aircraft.

Article 28

The fees and charges levied by 

the mission in the course of its 

official duties shall be exempt 

from all dues and taxes.

Article 29

The person of a diplomatic agent 

shall be inviolable. He shall not 

be liable to 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treat him with due respect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any attack on 

his person, freedom or dignity.

Article 30

1. The private residence of a 

diplomatic agent shall enjoy the 

same inviolability and protection 

as the premises of the mission.

2. His papers, correspondence and,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3 

of Article 31, his property, shall 

likewise enjoy inviolability

Article 31

1. A diplomatic agent shall enjoy 

immunity from the criminal jurisdiction

제28조 

공관이 자신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과한 수수료와 요금은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

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

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

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

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

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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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ceiving State. He shall 

also enjoy immunity from its civi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except in the case of:

(a) a real action relating to private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unless he holds it on behalf of 

the send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b) an action relating to succession 

in which the diplomatic agent is 

involved as executor, administrator, 

heir or legatee as a private person 

and not on behalf of the sending 

State;

(c) an action relating to any 

professional or commercial activity 

exercised by the diplomatic agent 

in the receiving State outside his 

official functions.

2. A diplomatic agent is not obliged 

to give evidence as a witness.

3. No measures of execution may 

be taken in respect of a diplomatic 

agent except in the cases coming 

under sub-paragraphs (a), (b) and 

(c)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provided that the measures 

concerned can be taken without 

infringing the inviolability of his 

person or of his residence.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

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

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

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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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immunity of a diplomatic 

agent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State does not exempt 

him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sending State.

Article 32

1. The immunity from jurisdiction 

of diplomatic agents and of persons 

enjoying immunity under Article 

37 may be waived by the sending 

State.

2. Waiver must always be express.

3. The initiation of proceedings by 

a diplomatic agent or by a person 

enjoying immunity from jurisdiction 

under Article 37 shall preclude 

him from invoking immunity from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y 

counter-claim directly connected 

with the principal claim.

4. Waiver of immunity from jurisdiction 

in respect of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all not be held to 

imply waiver of immunity in respect 

of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for which a separate waiver shall 

be necessary.

Article 3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diplomatic agent shall with respect 

to services rendered for the sending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

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 

1. 파견국은 외교관 및 제37조에 따라 면

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3. 외교관과 제37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는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

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관할

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으

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별

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제33조 

1.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

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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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e exempt from social security 

provisions which may be in force 

in the receiving State.

2.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ivate servants 

who are in the sole employ of a 

diplomatic agent, on condition:

(a) that they are not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and

(b) that they are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which 

may be in force in the sending 

State or a third State.

3. A diplomatic agent who employs 

persons to whom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does not apply shall 

observe the obligations which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of the 

receiving State impose upon employers.

4.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receiv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rticipation 

is permitted by that State.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concerning social security 

concluded previously and shall 

not prevent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in the future.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

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

(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주자가 아닐 것.

(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

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

고 있을 것.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

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

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

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

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

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

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

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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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A diplomatic agent shall be exempt 

from all dues and taxes, personal 

or real, national, regional or municipal, 

except:

(a) indirect taxes of a kind which 

are normally incorporated in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b) dues and taxes on private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unless he holds it on behalf of 

the send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c) estate, succession or inheritance 

duties levied by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39;

(d) dues and taxes on private 

income having its source in the 

receiving State and capital taxes 

on investments made in commercial 

undertakings in the receiving State;

(e) charges levied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f) registration, court or record fees, 

mortgage dues and stamp duty, 

with respect to immovable proper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제34조 

외교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

되는 종류의 간접세.

(b) 접수국의 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

는 예외이다.

(c)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접수국이 부과하는 재산세, 상속

세 또는 유산세.

(d) 접수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 및 접수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f)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

의 수수료 또는 기록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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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The receiving State shall exempt 

diplomatic agents from all personal 

services, from all public service 

of any kind whatsoever, and from 

military obligations such as those 

connected with requisitioning, military 

contributions and billeting.

Article 36

1. The receiving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uch laws and 

regulations as it may adopt, permit 

entry of and grant exemption 

from all customs duties, taxes, 

and related charges other than 

charges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on:

(a) articles for the official use of 

the mission;

(b) articles for the personal use 

of a diplomatic agent or members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including articles intended 

for his establishment.

2. The personal baggage of a diplomatic 

agent shall be exempt from inspection, 

unless there are serious grounds 

for presuming that it contains 

article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articles the import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the law or controlled by the 

quarantine regulations of the

제35조 

접수국은, 외교관에 대하여 모든 인적역

무와 종류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공공역무 

및 징발, 군사상의 기부 그리고 숙사제공 

명령에 관련된 군사상의 의무로부터 면제

하여야 한다.

1. 접수국은, 동국이 제정하는 법령에 따

라서, 하기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며 모든 

관세 및 조세와 기타 관련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단, 보관, 운반 및 이와 유사한 

역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공관의 공용을 위한 물품.

(b) 외교관의 거주용 물품을 포함하여 외

교관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

족의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2. 외교관의 개인수하물은 검열에서 면제

된다. 단,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면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거나, 또는 

접수국의 법률로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

거나, 접수국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

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의 검열은 외교관이나 또

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의 입회하

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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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State. Such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only in the 

presence of the diplomatic agent 

or of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rticle 37

1. The members of the family of 

a diplomatic agent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shall, if they 

are not nationals of the receiving 

State,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specified in Articles 

29 to 36.

2.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of the mission, 

together with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respective households, shall, if they 

are not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specified in Articles 29 to 35, 

except that the immunity from 

civi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Stat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Article 31 shall 

not extend to acts performed outside 

the course of their duties. They 

shall also enjoy the privileges 

specified in Article 36, paragraph 

1, in respect of articles imported 

at the time of first installation.

3.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of 

the mission who are not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shall enjoy immunity

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

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

에서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

유한다.

2.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

국의 국민이나 주자가 아닌 경우, 제29

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접

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의 면제는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처

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

36조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

3. 접수국의 국민이나 주자가 아닌 공

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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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ect of acts perform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emption 

from dues and taxes on the emoluments 

they receive by reason of their 

employment and the exemption 

contained in Article 33.

4. Private servants of members of 

the mission shall, if they are not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be exempt 

from dues and taxes on the 

emoluments they receive by reason 

of their employment. In other 

respects, they may enjoy privileges 

and immunities only to the extent 

admitted by the receiving State. 

However, the receiving State mus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ose 

persons in such a manner as not 

to interfere unduly with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mission.

Article 38

1. Except insofar as additional 

privileges and immunities may be 

granted by the receiving State, a 

diplomatic agent who is a national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at 

State shall enjoy only immunity 

from jurisdiction, and inviolability, 

in respect of official act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2. Other 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 and private servants 

who are nationals of or permanently

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제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

4. 공관원의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의 국

민이나 주자가 아닌 경우, 그들이 취업

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 이외의 점에 대

하여, 그들은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

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

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 

1. 접수국이 추가로 특권과 면제를 부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국민이

나 주자인 외교관은 그의 직무수행 중

에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하여서만 재판관

할권 면제 및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2. 접수국의 국민이나 주자인 기타의 

공관직원과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이 인정

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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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shall 

enjoy privileges and immunities 

only to the extent admitted by 

the receiving State. However, the 

receiving State mus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ose persons in 

such a manner as not to interfere 

unduly with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mission.

Article 39

1. Every person entitled to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enjoy them 

from the moment he enters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on proceeding to take up his post 

or, if already in its territory, from 

the moment when his appointment 

is notified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r such other ministry 

as may be agreed.

2. When the functions of a person 

enjoy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have come to an end,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normally 

cease at the moment when he 

leaves the country, or on expiry 

of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do so, but shall subsist until 

that time, even in case of armed 

conflict. However,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by such a person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as a member of the mission, immunity 

shall continue to subsist.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

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9조 

1.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직무가 

종료하게 되면, 여사한 특권과 면제는 통

상 그가 접수국에서 퇴거하거나 또는 퇴

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하 을 

때에 소멸하나, 무력분쟁의 경우일지라도 

그 시기까지는 존속한다. 단, 공관원으로

서의 직무 수행중에 그가 행한 행위에 관

하여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계

속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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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case of the death of a 

member of the mission, the members 

of his family shall continue to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which they are entitled until 

the expiry of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leave the country.

4.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 

member of the mission not a 

national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or a member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the receiving State 

shall permit the withdrawal of the 

movable property of the deceased, 

with the exception of any property 

acquired in the country the 

export of which was prohibited 

at the time of his death. Estate, 

succession and inheritance duties 

shall not be levied on movable 

property the presence of which 

in the receiving State was due 

solely to the presence there of 

the deceased as a member of the 

mission or as a member of the 

family of a member of the mission.

Article 40

1. If a diplomatic agent passes 

through or is in the territory of 

a third State, which has granted 

him a passport visa if such visa 

was necessary, while proceeding 

to take up or to return to his 

post, or when returning to his 

own  country, the  third  State

3. 공관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가족

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들의 권리인 특

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주자가 아닌 공

관원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

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자국에

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수출이 그의 사

망시에 금지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사망인

의 동산의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망

자가 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 음에 전적으로 연유하

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

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40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

하거나 또는 제3국의 역내에 있을 경우

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

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

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특권이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이 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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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accord him inviolability and 

such other immunities as may be 

required to ensure his transit or 

return. The same shall apply in 

the case of any members of his 

family enjoying privileges or 

immunities who are accompanying 

the diplomatic agent, or travelling 

separately to join him or to return 

to their country.

2. In circumstances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rd States shall not 

hinder the passage of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or service staff of a mission, and 

of members of their families, through 

their territories.

3. Third States shall accord to 

official correspondence and other 

official communications in transit, 

including messages in code or 

cipher, the same freedom and 

protection as is accorded by the 

receiving State. They shall accord 

to diplomatic couriers, who have 

been granted a passport visa if 

such visa was necessary, and 

diplomatic bags in transit the 

same inviolability and protection 

as the receiving State is bound 

to accord.

4. The obligations of third States 

under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persons mentioned respectively 

in those paragraphs, and to official

교관을 동반하거나 그와 합류하거나 자국

에 귀국하기 위하여 별도로 여행하는 경

우에도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

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

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 가족이 그 

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

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

용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

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

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

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 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

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역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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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and diplomatic bags, 

whose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third State is due to force 

majeure.

Article 41

1. Without prejudice to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They also 

have a duty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at State.

2. All official business with the 

receiving State entrusted to the 

mission by the sending State shall 

be conducted with or through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such other 

ministry as may be agreed.

3. The premises of the mission 

must not be used in any manner 

incompatible with the functions 

of the mission as laid down in 

the present Convention or by other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or by any speci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 sending and 

the receiving State.

Article 42

A diplomatic agent shall not in 

the receiving State practise for 

personal profit any professional 

or commercial activity.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

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2. 파견국이 공관에 위임한 접수국과의 

모든 공적 사무는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3. 공관지역은 본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 또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유

효한 특별 협정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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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The function of a diplomatic agent 

comes to an end, inter alia:

(a) on notification by the sending 

State to the receiving State that 

the function of the diplomatic 

agent has come to an end;

(b) on notification by the receiving 

State to the sending State tha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9, it refuses to recognize 

the diplomatic agent as a member 

of the mission.

Article 44

The receiving State must, even in 

case of armed conflict, grant facilities 

in order to enable persons enjoy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other 

than nationals of the receiving 

State, and members of the families 

of such persons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to leav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It must, 

in particular, in case of need, 

place at their disposal the necessary 

means of transport for themselves 

and their property.

Article 45

If diplomatic relations are broken 

off between two States, or if a 

mission is permanently or temporarily 

recalled:

제43조 

외교관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

료한다.

(a) 파견국이 당해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

되었음을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접수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교관을 공관원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

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제44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접수국

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

유하는 자와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

의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

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수의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2개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공관이 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소환

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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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eceiving State must, 

even in case of armed conflict, 

respect and protect the premises 

of the mission, together with its 

property and archives;

(b) the sending State may entrust 

the custody of the premises of the 

mission, together with its property 

and archives, to a third State 

acceptable to the receiving State;

(c) the sending State may entrust 

the protection of its interests and 

those of its nationals to a third 

State acceptable to the receiving 

State.

Article 46

A sending State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a receiving State, 

and at the request of a third 

State not represented in the receiving 

State, undertake the temporary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hird State and of its nationals.

Article 47

1.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 discriminate 

as between States.

2. However, discrimin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taking place:

(a) where the receiving State 

applies any of the provisions of

(a)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공

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

불어 공관지역의 보관을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c) 파견국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

를,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

탁할 수 있다.

제46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또

한 그 접수국에 공관을 가지지 아니한 제

3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과 그 국민의 이

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47조 

1. 접수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파견국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을 파

견국내에 있는 접수국의 공관에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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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Convention restrictively 

because of a restrictiv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to its mission 

in the sending State;

(b) where by custom or agreement 

States extend to each other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i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r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until 31 October 1961 at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Austria and subsequently, until 

31 March 1962,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Article 49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로 적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수국이 동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관습이나 합의에 의하여 각 국이 본 

협약의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유

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

제48조 

본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과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

한 기타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즉, 1961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외무성에서 그리고 그후 1962

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9조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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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belonging to any of the four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48.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1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wenty-secon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y-secon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belonging to any of the four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48:

(a) of signatur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제50조 

본 협약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

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

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1조 

1. 본 협약은,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이러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5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 언급된 4

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본 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입

서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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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rticles 48, 

49 and 50; 

(b) of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Article 53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send certified copies 

thereof to all States belonging to 

any of the four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48.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AT VIENNA, this eighteenth 

day of April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one.

(b) 제51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 일자.

제53조 

중국어, 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

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국

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

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 다.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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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대비표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alling that consular re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between 

peoples since ancient times, 

Having in mi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 concerning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adopted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which was opened for signature 

on 18 April 1961,

Believing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would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irrespective of their differing con- 

stitutional and social systems, 

Realizing that the purpose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s not

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관계가 고래로부터 제국민간에 확립

되어 왔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제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유념하며,

외교 교섭과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

는 1961년 4월 18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

되었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채

택하 음을 고려하며,

사관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국제협

약은, 제국가가 협의한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제국가간의 우호관계에 

기여하고 또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그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함에 있지 아니하고,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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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nefit individuals but to ensure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functions 

by consular posts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States,

Affirming that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tinue to govern 

matters not expressly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expressions 

shall have the meanings hereunder 

assigned to them:

(a) “consular post” means any consulate- 

general, consulate, vice-consulate 

or consular agency;

(b) “consular district” means the 

area assigned to a consular post 

for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c) “head of consular post” means 

the person charged with the duty 

of acting in that capacity;

(d) “consular officer” means any 

person, including the head of a 

consular post, entrusted in that 

capacity with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국가를 대표하는 사기관에 의한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함에 있음을 인식하며,

관습 국제법의 제규칙은 이 협약의 제규

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하

는 문제들을 계속 규율함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 1조 

정 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하기의 표현은 아래

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 사기관”이라 함은 총 사관, 사

관, 부 사관, 또는 사대리사무소를 의

미한다.

(b) “ 사관할구역”이라 함은 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사기관에 지정된 지역 

을 의미한다. 

(c) “ 사기관장”이라 함은 그러한 자격으

로 행동하는 임무를 맡은 자를 의미한다. 

(d) “ 사관원”이라 함은 사기관장을 포

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사직무의 수행

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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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nsular employee” means any 

person employed in the administrative 

or technical service of a consular 

post;

(f) “member of the service staff” 

means any person employed in the 

domestic service of a consular 

post;

(g)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means consular officers, consular 

employees and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h) “members of the consular staff” 

means consular officers, other 

than the head of a consular post, 

consular employees and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i) “member of the private staff” 

means a person who is employed 

exclusively in the private service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j) “consular premises” means the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and 

the land ancillary thereto, irrespective 

of ownership,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consular 

post;

(k) “consular archives” includes 

all the papers, documents, correspondence, 

books, films, tapes and registers 

of the consular post, together with 

the ciphers and codes, the card- 

indexes and any article of furniture 

intended for their protection or 

safekeeping.

(e) “사무직원”이라 함은 사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f) “업무직원”이라 함은 사기관의 관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g) “ 사기관원”이라 함은 사관원, 사

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의미한다. 

(h) “ 사직원”이라 함은 사기관장 이외

의 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의

미한다.

(i) “개인사용인”이라 함은 사기관원의 

사용노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j) “ 사관사”라 함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그에 부속된 토지를 의미한다. 

(k) “ 사문서”라 함은 사기관의 모든  

문건서류, 서한, 서적, 필름, 녹음테이프, 

등록대장, 전신암호와 기호 색인카드 및 

이들을 보존하거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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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ular officers are of two 

categories, namely career consular 

officers and honorary consular 

officers. The provisions of Chapter II 

of the present Convention apply 

to consular posts headed by career 

consular officers;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govern consular posts 

headed by honorary consular officers.

3. The particular status of members 

of the consular posts who are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ceiving State is governed 

by Article 71 of the present Convention.

CHAPTER I

CONSULAR RELATIONS 

IN GENERAL

Section I

ESTABLISHMENT AND CONDUCT 

OF CONSULAR RELATIONS

Article 2

Establishment of consular relation

1. The establishment of consular 

relations between States takes place 

by mutual consent.

2. The consent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States implies, unless 

otherwise stated,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consular relations.

2. 사관원은 직업 사관원과 명예 사

관원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이 

협약 제2장의 규정은 직업 사관원을 장

으로 하는 사기관에 적용되며, 또한 제

3장의 규정은 명예 사관원을 장으로 하

는 사기관을 규율한다. 

3. 접수국의 국민 또는 주자인 사기

관원의 특별한 지위는 이 협약 제71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 1장

사관계 일반

제 1절

사관계의 수립 및 수행

제 2조

사관계의 수립

1. 국가간의 사관계의 수립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양국간의 외교관계의 수립에 부여된 

동의는,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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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shall not ipso facto 

involve the severance of consular 

relations.

Article 3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Consular functions are exercised 

by consular posts. They are also 

exercised by diplomatic 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4

Establishment of a consular post

1. A consular post may be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only with that State's 

consent. 

2. The seat of the consular post, 

its classification and the consular 

district shall be established by 

the sending State and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receiving State.

3. Subsequent changes in the 

seat of the consular post, its 

classification or the consular district 

may be made by the sending 

Stat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3. 외교관계의 단절은 사관계의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사기능의 수행

사기능은 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기능은 또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외교공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제 4 조

사기관의 설치

1. 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

우에만 접수국의 역내에 설치될 수 있다.

2. 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사

관할구역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

한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사관할구역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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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also be required if a 

consulate-general or a consulate 

desires to open a vice-consulate 

or a consular agency in a locality 

other than that in which it is 

itself established.

5. The prior express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also be 

required for the opening of an 

office forming part of an existing 

consular post elsewhere than at 

the seat thereof.

Article 5

Consular functions

Consular functions consist in:

(a) protecting in the receiving 

State the interests of the sending 

State and of its nationals, both 

individuals and bodies corporate, 

within the limits permitted by 

international law;

(b)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economic, cultural and 

scientific relations between the 

sending State and the receiving 

State and otherwise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c) ascertaining by all lawful means 

conditions and developments in 

the commercial, economic, cultural 

and scientific life of the receiving 

State, reporting thereon to the

4. 총 사관 또는 사관이, 그 총 사관 

또는 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 이외

의 다른 지방에, 부 사관 또는 사대리

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

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사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

에 기존 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

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접수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제 5조

사기능

사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파견

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내에서 보호하는 것.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통상, 경제, 문

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들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

(c)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통상, 경제, 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제조

건 및 발전을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파

견국 정부에 보고하며 또한 이해 관계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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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the sending State 

and giving information to persons 

interested;

(d) issuing passports and travel 

documents t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nd visas or 

appropriate documents to persons 

wishing to travel to the sending 

State;

(e) helping and assisting nationals, 

both individuals and bodies corporate, 

of the sending State;

(f) acting as notary and civil 

registrar and in capacities of a 

similar kind, and performing certain 

function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provided that there is 

nothing contrary thereto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g) safeguarding the interests of 

nationals, both individuals and 

bodies corporate, of the sending 

State in cases of succession mortis 

causa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h) safeguarding, within the limits 

impos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the interests 

of minors and other persons 

lacking full capacity who are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particularly where any guardianship 

or trusteeship is required with 

respect to such persons;

(d) 파견국의 국민에게 여권과 여행증서

를 발급하며, 또한 파견국에 여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증 또는 적당한 증서를 

발급하는 것.

(e)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도와주며 협조하는 것.

(f) 접수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 및 민사업무 서기로서 

또한 유사한 종류의 자격으로 행동하며, 

또한 행정적 성질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

하는 것.

(g) 접수국의 역내에서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의 이

익을 보호하는 것.

(h)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와 완

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기타의 자들 특

히 후견 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

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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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ubject to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obtaining in the receiving 

State, representing or arranging 

appropriate representation for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before the tribunals and other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se nationals, where, 

because of absence or any other 

reason, such nationals are unable 

at the proper time to assume the 

defence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j) transmitting judicial and extra- 

judicial documents or executing 

letters rotatory or commissions 

to take evidence for the courts of 

the sending Stat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or, in the absence of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ny 

other manner compatibl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k) exercising rights of supervision 

and inspection provided for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ending State in respect of vessel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sending 

State, and of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and in respect of 

their crews;

(i) 접수국내의 관행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파견국의 국민이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접수

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

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의 당국에

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동 대리행위를 주

선하는 것.

(j)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

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

국의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하거나 또는 증거조사 

의뢰서 또는 증거조사 위임장을 집행하는 것.

(k)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과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하여 파

견국의 법령에 규정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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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tending assistance to vessels 

and aircraft mentioned in sub- 

paragraph (k) of this Article and 

to their crews, taking statements 

regarding the voyage of a vessel, 

examining and stamping the ship's 

papers,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owers of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conducting 

investigations into any incidents 

which occurred during the voyage, 

and settling disputes of any kind 

between the master, the officers 

and the seamen in so far as this 

may be authoriz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ending 

State;

(m) performing any other functions 

entrusted to a consular post by 

the sending State which are not 

prohibit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or to which no objection is taken 

by the receiving State or which 

are referred to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 

sending State and the receiving 

State.

Article 6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outside the consular district

A consular officer may, in special 

circumstances,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exercise 

his functions outside his consular 

district.

(l) 본조 세항(k)에 언급된 선박과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게 협조를 제공하는 것, 

선박의 항행에 관하여 진술을 받는 것, 

선박의 서류를 검사하고 이에 날인하는 

것, 접수국 당국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항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또는 파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선장, 직원 및 소속원간의 여하한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m) 파견국이 사기관에 위임한 기타의 

기능으로서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과 파견

국간의 유효한 국제협정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 6조

사관할구역외에서의 사직무의 수행

사관원은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의 사관할구역외에서 그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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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in 

a third state

The sending State may, after 

notifying the States concerned, 

entrust a consular post established 

in a particular State with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in 

another State, unless there is 

express objection by one of the 

States concerned.

Article 8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on 

behalf of a third state

Upon appropriate notification to 

the receiving State, a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may, 

unless the receiving State objects, 

exercise consular functions in the 

receiving State on behalf of a 

third State. 

Article 9

Classes of heads of consular posts

1. Heads of consular posts are 

divided into four classes, namely: 

(a) consuls-general;

(b) consuls; 

(c) vice-consuls;

(d) consular agent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no way restricts the right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fix 

the designation of consular officers

제 7조

제3국에서의 사기능의 수행

파견국은, 관계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관계 국가에 통

고한 후, 특정국가내에 설치된 사기관

에 대하여 제3국내에서의 사기능의 수

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조

제3국을 대표하는 사기능의 수행

파견국의 사기관은, 접수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에 적절히 통고한 후, 

제3국을 대표하여 접수국내에서 사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제 9조

사기관장의 계급

1. 사기관장은 다음의 네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a) 총 사

(b) 사

(c) 부 사

(d) 사대리

2. 본조 1항의 규정은 사기관장 이외의 

기타의 사관원의 직명을 지정할 수 있는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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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an the heads of consular 

posts.

Article 10

Appointment and admission of 

heads of consular posts

1. Heads of consular posts are 

appointed by the sending State 

and are admitted to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by the receiving 

Stat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rmalities for the appointment 

and for the admission of the 

head of a  consular post are 

determined by the laws, regulations 

and usages of the sending State 

and of the receiving State 

respectively.

Article 11

The consular commission or notification 

of appointment

1. The head of a consular post 

shall be provided by the sending 

State with a document, in the 

form of a commission or similar 

instrument, made out for each 

appointment, certifying his capacity 

and showing, as a general rule, 

his full name, his category and 

class, the consular district and 

the seat of the consular post.

 

제10조

사기관장의 임명과 승인

1. 사기관장은 파견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또한 접수국에 의하여 그 직무의 수행이 

인정된다. 

2. 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

여, 사기관장의 임명 및 인정에 관한 

방식은 각기 파견국과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1조

사위임장 또는 임명통고

1. 사기관장은, 임명될 때마다 작성되

는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의 형식으로, 

그의 자격을 증명하고 또한 그의 성명, 

카테고리, 계급, 사관할구역 및 사기

관의 소재지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문서

를 파견국으로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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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nding State shall transmit 

the commission or similar instrument 

through the diplomatic or other 

appropriate channel to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whose territory 

the head of a consular post is to 

exercise his functions.

3. If the receiving State agrees, 

the sending State may, instead 

of a commission or similar instrument, 

send to the receiving State a 

notification containing the particulars 

requir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12

The exequatur

1. The head of a consular post is 

admitted to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by an authorization from 

the receiving State termed an 

exequatur, whatever the form of 

this authorization. 

2. A State which refuses to grant 

an exequatur is not obliged to 

give to the sending State reasons 

for such refusal.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5, the head of a 

consular post shall not enter upon 

his duties until he has received 

an exequatur.

2. 파견국은, 외교경로 또는 기타의 적절

한 경로를 통하여, 사기관장이 그 역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국가의 정부에 

위임장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전달한

다. 

3. 파견국은, 접수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 대신에 본조 1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

는 통고를 접수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12조

사인가장

1. 사기관장은, 그 인가양식에 관계없

이, 사인가장으로 불리는 접수국의 인

가에 의하여 그 직무의 수행이 인정된다.

2. 사인가장의 부여를 거부하는 국가는 

그 거부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제13조 및 제15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사기관장은 사인가장을 

접수할 때까지 그 임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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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Provisional admission of heads of 

consular posts

Pending delivery of the exequatur, 

the head of a consular post may 

be admitted on a provisional basis 

to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In that case,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Article 14

Notification to the authorities of 

the consular district

As soon as the head of a consular 

post is admitted even provisionally 

to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the receiving Stat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sular district. It shall 

also ensure that the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to enable 

the head of a consular post to 

carry out the duties of his office 

and to have the benefit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5

Temporary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the head of a consular post

1. If the head of a consular post 

is unable to carry out his functions 

or the position of head of consular 

post is vacant, an acting head of 

post may act provisionally as 

head of the consular post.

제13조

사기관장의 잠정적 인정

사기관장은, 사인가장을 접수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의 수행이 인정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적

용된다. 

제14조

당국에 대한 사관할구역의 통고

사기관장이 잠정적으로 그 직무의 수행

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접수국은 즉시 권

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사관할구역을 통

고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사기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제규정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또한 보

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기관장의 직무의 일시적 수행

1. 사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또는 사기관장의 직이 공석인 경

우에는 기관장대리가 잠정적으로 사기

관장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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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full name of the acting 

head of post shall be notified 

either by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sending State or, if that 

State has no such mission in the 

receiving State, by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or, if he is 

unable to do so, by any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State,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to the 

authority designated by that 

Ministry. As a general rule, this 

notification shall be given in 

advance. The receiving State may 

make the admission as acting 

head of post of a person who is 

neither a diplomatic agent nor a 

consular officer of the sending State 

in the receiving State conditional 

on its consent.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assistance and protection to the 

acting head of post. While he is 

in charge of the pos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to him on the same basis 

as to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concerned.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 however, be obliged to 

grant to an acting head of post 

any facility, privilege or immunity 

which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enjoys only subject to conditions 

not fulfilled by the acting head 

of post. 

2. 기관장대리의 명단은 파견국의 외교공

관에 의하여, 또는 접수국내에 외교공관

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기관장에 

의하여 또는 사기관장이 통고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된다. 이 통고는 일

반적으로 사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접수

국은 접수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관도 

아니며 또한 사관원도 아닌 자를, 접수

국의 동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관장

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다. 

3.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기관장 대

리에 대하여 협조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장 대리가 사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이 협약의 제규정은 관계 

사기관장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

초위에서 동 대리에게 적용된다. 다만, 접

수국은 기관장대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에 따를 것만으로 하여 사기관장이 

향유하는 편의, 특권 또는 면제를 기관장

대리에게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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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n,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member of the diplomatic 

staff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sending State in the receiving 

State is designated by the sending 

State as an acting head of post, 

he shall, if the receiving State 

does not object thereto, continue 

to enjoy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Article 16

Precedence as between heads of 

consular posts

1. Heads of consular posts shall 

rank in each class according to 

the date of the grant of the 

exequatur. 

2. If, however, the head of a 

consular post before obtaining 

the exequatur is admitted to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pro- 

visionally, his precedenc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ate of the provisional admission; 

this precedence shall be maintained 

after the granting of the exequatur.

3. The order of precedence as 

between two or more heads of 

consular posts who obtained the 

exequatur or provisional admission 

on the same dat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ates on which 

their  comm issions  or  sim ilar

4. 본조 1항에 언급된 사정하에서, 접수

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의 외교직

원이 파견국에 의하여 기관장대리로 지정

된 경우에, 동 외교직원은 접수국이 반대

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특권과 면제를 계

속 향유한다. 

제16조

사기관장간의 석차

1. 사기관장은 사인가장의 부여 일자

에 따라 각 계급내에서 그 석차가 정하여

진다. 

2. 다만, 사인가장을 받기 전에 잠정적

으로 사기관장의 직무의 수행이 인정된 

경우에, 그 석차는 동 잠정적 인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석차는 사인가장의 

발급후에도 유지된다. 

3. 동일한 일자에 사인가장 또는 잠정

적 인정을 받은 2인 이상의 사기관장간

의 석차순위는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 

또는 제11조 3항에 언급된 통고가 접수국

에 제출된 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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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or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1 were presented to the 

receiving State.

4. Acting heads of posts shall 

rank after all heads of consular 

posts and, as between themselves, 

they shall rank according to the 

dates on which they assumed their 

functions as acting heads of posts 

as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s 

give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5.

5. Honorary consular officers who 

are heads of consular posts shall 

rank in each class after career 

heads of consular posts, in the 

order and according to the rules 

laid down in the foregoing paragraphs.

6. Heads of consular posts shall 

have precedence over consular 

officers not having that status.

Article 17

Performance of diplomatic acts by 

consular officers

1. In a State where the sending 

State has no diplomatic mission 

and is not represented by a 

diplomatic mission of a third State, 

a consular office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and 

without affecting his consular 

status, be authorized to perform 

diplomaticacts. The performance of  

4. 기관장대리는 모든 사기관장의 다음

에 그 석차를 가지며 또한 기관장대리 상

호간에는 제15조 2항에 따른 통고에 표시

되어 있는 기관장대리로서 그 직무를 맡

은 일자에 따라 그 석차가 정하여 진다. 

5. 사기관장으로서의 명예 사관원은 상

기 각항에 규정된 순위와 규칙에 따라 직업 

사기관장의 다음에 각 계급내에서 그 

석차가 정하여 진다. 

6. 사기관장은 기관장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사관원에 대하여 상위의 석차

를 보유한다. 

제17조

사관원에 의한 외교활동의 수행

1. 파견국이 외교공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

지 아니하는 국가내에서 사관원은, 접

수국의 동의를 받아 또한 그의 사지위

에 향을 미침이 없이, 외교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사관원에 

의한 그러한 활동의 수행은 동 사관원

에게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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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cts by a consular officer 

shall not confer upon him any 

right to claim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2. A consular officer may, after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receiving State, act as representative 

of the sending State to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en so acting, he shall be 

entitled to enjoy any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to such 

a representative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by international 

agreements; however, in respect 

of the performance by him of any 

consular function, he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greater immunity 

from jurisdiction than that to 

which a consular officer is entitl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8

Appointment of the same person 

by two or more states as a consular 

officer

Two or more States may,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appoint the same person as a 

consular officer in that State. 

Article 19

Appointment of members of consular 

staff

2. 사관원은, 접수국에 통고한 후, 정부

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다. 사관원이 그러한 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 사관원은 국제

관습법 또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그러한 

대표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동 사

관원에 의한 사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그는 이 협약에 따라 사관원이 부여받

을 권리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관할권의 

면제를 부여받지 아니한다. 

제18조

2개국 이상에 의한 동일인의 사관원 임명

2개 이상의 국가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동일인을 동 접수국내의 사관원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사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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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0, 22 and 23, the sending 

State may freely appoint the 

members of the consular staff. 

2. The full name, category and 

class of all consular officers, other 

than the head of a consular post, 

shall be notified by the sending 

State to the receiving State in 

sufficient time for the receiving 

State, if it so wishes, to exercise 

its rights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3.

3. The sending State may, if requir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request 

the receiving State to grant an 

exequatur to a consular officer 

other than the head of a consular 

post.

4. The receiving State may, if 

requir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grant an exequatur to a consular 

officer other than the head of a 

consular post. 

Article 20

Size of the consular staff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agreement as to the size of the 

consular staff, the receiving State 

may require that the size of the 

staff be kept within limits considered 

by it to be reasonable and normal, 

having regard to circumstances

1.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파견국은 사직원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다. 

2. 사기관장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사관원의 명단, 카테고리 및 계급은, 접수

국이 원하는 경우에, 제23조 3항에 따른 

접수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파견국에 의하여 접

수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 파견국은 그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사기관장을 제외한 기타의 사관원에게 

사인가장을 부여하도록 접수국에 요청

할 수 있다. 

4. 접수국은 그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사기관장을 제외한 기타의 사관원에게 

사인가장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사직원의 수

사직원의 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

을 경우에 접수국은, 사관할구역내의 

사정과 조건 및 특정 사기관의 필요성

을 고려하여, 동 접수국이 합리적이며 정

상적이라고 간주하는 범위내에서 직원의 

수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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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ditions in the consular 

district and to the needs of the 

particular post.

Article 21

Precedence as between consular 

officers of a consular post

The order of precedence as between 

the consular officers of a consular 

post and any change thereof shall 

be notified by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sending State or, if that 

State has no such mission in the 

receiving State, by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to the authority designated 

by that Ministry. 

Article 22

Nationality of consular officers

1. Consular officers should, in 

principle, have the nationality of 

the sending State.

2. Consular officers may not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receiving State except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at State which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3. The receiving State may reserve 

the same right with regar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who 

are not als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제21조

사기관의 사기관원간의 석차

사기관의 사관원간의 석차 순위 및 

그 변경은 파견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또는 파견국이 접수국내에 외교공관을 두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기관장에 

의하여,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

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22조

사관원의 국적

1. 사관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

을 가져야 한다. 

2. 사관원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접수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

외하고, 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접수국은 또한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유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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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Persons declared non grata

1. The receiving State may at any 

time notify the sending State that 

a consular officer is persona non 

grata or that any other member 

of the consular staff is not 

acceptable. In that event, the 

sending State shall, as the case 

may be, either recall the person 

concerned or terminate his functions 

with the consular post.

2. If the sending State refuses or 

fails within a reasonable time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State may, as the case 

may be, either withdraw the 

exequatur from the person concerned 

or cease to consider him as a 

member of the consular staff. 

3. A person appointed as a member 

of a consular post may be declared 

unacceptable before arriv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or, if already in the receiving 

State, before entering on his 

duties with the consular post. In 

any such case, the sending State 

shall withdraw his appointment.

4. In the cases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State is not obliged 

to give to the sending State 

reasons for its decision.

제23조

불만으로 선언된 인물

1. 접수국은 사관원이 불만스러운 인물

이거나 또는 기타의 사직원이 수락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든지 파견국에 통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에 

파견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거

나 또는 사기관에서의 그의 직무를 종

료시켜야 한다. 

2. 파견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의무의 이

행을 적당한 기간내에 거부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사

정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사인가장을 철

회하거나 또는 그를 사직원으로 간주하

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기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접수국의 

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미 접수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기관에서의 그의 

임무를 개시하기 전에, 수락할 수 없는 

인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파견국은 그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4. 본조 제 1항 및 제 3항에 언급된 경우

에 있어서 접수국은 파견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록】

353

Article 24

Notification to the receiving state 

of appointments, arrivals and 

departures

1.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the 

authority designated by that 

Ministry shall be notified of:

(a) the appointment of members 

of a consular post, their arrival 

after appointment to the consular 

post, their final departure or the 

termination of their functions and 

any other changes affecting their 

status that may occur in the 

course of their service with the 

consular post;

(b) the arrival and final departure 

of a person belonging to the 

family of a member of a consular 

post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and, where appropriate, the fact 

that a person becomes or ceases 

to be such a member of the 

family;

(c) the arrival and final departure 

of members of the private staff 

and, where appropriate, the 

termination of their service as 

such;

(d) the engagement and discharge 

of persons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as members of a consular 

post or as members of the private 

staff entitled to privileges and 

immunities.

제24조

접수국에 대한 임명 도착 및 퇴거통고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가 지

정하는 당국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

고를 받는다. 

(a) 사기관원의 임명, 사기관에 임명

된 후의 그 도착, 그 최종퇴거, 그 직무의 

종료 및 사기관에서의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타의 그 지위에 향을 미치는 

변동

(b) 사기관원의 가족으로서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자의 도착 및 최종퇴거, 

또는 적절한 경우에, 특정인이 그 가족구

성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아니하는 사실

(c) 개인사용인의 도착 및 최종퇴거, 또한 

적절한 경우에 , 동 개인사용인으로서의 

노무 종료

(d)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사기관원으로서 또는 개인사용인으로서

의 접수국내 거주자의 고용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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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possible, prior notification 

of arrival and final departure shall 

also be given.

Section II

END OF CONSULAR FUNCTIONS

Article 25

Termination of the functions of a 

member of a consular post

The functions of a member of a 

consular post shall come to an 

end inter alia:

(a) on notification by the sending 

State to the receiving State that 

his functions have come to an 

end;

(b) on withdrawal of the exequatur;

(c) on notification by the receiving 

State to the sending State that 

the receiving State has ceased to 

consider him as a member of the 

consular staff.

Article 26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The receiving State shall, even 

in case of armed conflict, grant 

to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and members of the private staff, 

other than nationals of the receiving

2. 가능한 경우에 도착 및 최종퇴거의 사

전통고가 또한 행하여져야 한다. 

제 2절

사직무의 종료

제25조

사기관원의 직무의 종료

사기관원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a) 그의 직무가 종료하 음을 파견국이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사인가장의 철회시

(c) 접수국이 그를 사직원으로 간주하

지 아니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패

제26조

접수국의 역으로부터의 퇴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사기관원과 개인사용인 및 

국적에 관계없이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그들이 퇴거를 

준비하고 또한 관계직원의 직무가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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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nd to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the necessary time and facilities 

to enable them to prepare their 

departure and to leav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members concerned. In particular, 

it shall, in case of need, place at 

their disposal the necessary means 

of transport for themselves and 

their property other than property 

acquired in the receiving State 

the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at the time of departure.

Article 27

Protection of consular premises 

and archives and of the interests 

of the sending stat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1. In the event of the severance 

of consular relations between two 

States:

(a) the receiving State shall, even 

in case of armed conflict, respect 

and protect the consular premises, 

together with the property of the 

consular post and the consular 

archives;

(b) the sending State may entrust 

the custody of the consular premises, 

together with the property contained 

therein and the consular archives,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접수국은 필요한 경우 그들 

및 그 재산으로서 접수국내에서 취득하여 

퇴거시에 그 반출이 금지되는 것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필요한 수송 수단을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파견국의 사관사와 문서 및 이익에 대

한 비상시의 보호

1. 양국간의 사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사관사와 사기관의 재산 및 사문서를 

존중하며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접수국이 수락하는 제3국에 

대하여 사관사와 그 재산 및 사문서

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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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third State acceptable to the 

receiving State;

(c) the sending State may entrust 

the protection of its interests and 

those of its nationals to a third 

State acceptable to the receiving 

State.

2. In the event of the temporary 

or permanent closure of a consular 

post, the provisions of sub- 

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In addition, 

(a) if the sending State, although 

not represented in the receiving 

State by a diplomatic mission, 

has another consular post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that 

consular post may be entrusted 

with the custody of the premises 

of the consular post which has 

been closed, together with the 

property contained therein and 

the consular archives, and,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with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in the district of that 

consular post; or

(b) if the sending State has no 

diplomatic mission and no other 

consular post in the receiving 

State,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and (c)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c) 파견국은 접수국이 수락하는 제3국에 

대하여 그 이익과 그 국민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2. 사기관이 일시적으로 또는 구적으

로 폐쇄되는 경우에는 본조 1항의 세항

(a)의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다음

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접수국에서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

되지 아니하더라도 파견국이 동 접수국의 

역내에 다른 사기관을 두고 있는 경

우에, 동 사기관은 폐쇄된 사기관의 

관사와 그 재산 및 사문서의 보관을 위

임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 사기관의 관할구역내에서의 

사기능의 수행을 위임받을 수 있다.

(b) 파견국이 접수국내에 외교공관을 두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사기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 1항의 세항 (b) 

및 (c)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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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RELATING 

TO CONSULAR POSTS, CAREER 

CONSULAR OFFICERS AND OTHER 

MEMBERS OF A CONSULAR POST

Section I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RELATING TO A 

CONSULAR POST

Article 28

Facilities for the work of the 

consular post

The receiving State shall accord 

full fac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nsular 

post.

Article 29

Use of national flag and coat-of-arms

1. The sending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the use of its national 

flag and coat-of-arms in the 

receiv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The national flag of the sending 

State may be flown and its 

coat-of-arms displayed on the 

building occupied by the consular 

post and at the entrance door 

thereof, on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and on 

his means of transport when 

used on official business.

제 2장

사기관, 직업 사관원 및 기타의 

사기관원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

제 1절

사기관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

제28조

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편의

접수국은 사기관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

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국기와 문장의 사용

1. 파견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접

수국내에서 자국의 국기와 문장의 사용권

을 가진다. 

2. 파견국의 국기와 그 문장은 사기관

이 점유하는 건물과 그 현관 및 사기관

장의 관저와 공용시의 그 교통수단에 게

양될 수 있고 또한 부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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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accorded by this Article regard 

shall be had to the laws, regulations 

and usages of the receiving State. 

Article 30

Accommodation

1. The receiving State shall either 

facilitate the acquisition on it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y the sending 

State of premises necessary for 

its consular post or assist the 

latter in obtaining accommodation 

in some other way.

2. It shall also, where necessary, 

assist the consular post in obtaining 

suitable accommodation for its 

members.

Article 31

Inviolability of the consular premises

1. Consular premises shall be 

inviolable to the extent provided 

in this Article.

2.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 enter that part of 

the consular premises which is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the work of the consular post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or of 

his designee or of the head of

3. 본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

주거시설

1. 접수국은 그 법령에 의거하여 동 파견

국이 그 사기관에 필요한 관사를 접수

국의 역내에서 취득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파견국이 

주거시설을 구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필요한 경우에, 사기관이 

그 직원을 위한 적당한 주거시설을 구하

는 것에 또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사관사의 불가침

1. 사관사는 본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불가침이다. 

2. 접수국의 당국은, 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

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

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사기관장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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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sending State.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may, however, be assumed in case 

of fire or other disaster requiring 

prompt protective action.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State is under a special 

duty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the consular premises 

against any intrusion or damage 

and to prevent any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consular post 

or impairment of its dignity.

4. The consular premises, their 

furnishings, the property of the 

consular post and its means of 

transport shall be immune from 

any form of requisition for purposes 

of national defence or public utility. 

If expropriation is necessary for 

such purposes, all possible steps 

shall be taken to avoid impeding 

the performance of consular functions, 

and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sending State.

Article 32

Exemption from taxation of consular 

premises

1. Consular premises and the 

residence of the career head of 

consular post of which the sending 

State or any person acting on its 

3.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부터 사관사를 

보호하고 또한 사기관의 평온에 대한 

교란 또는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처해야 하는 특별

한 의무를 진다. 

4. 사관사와 그 비품 및 사기관의 재

산과 그 교통수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징발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능의 수행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신속하고 적정하며 

효과적인 보상이 파견국에 지불되어야 한다.

제32조

사관사에 대한 과세 면제

1.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

하는 자가 소유자이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관사 및 직업 사기관장

의 관저는 , 제공된 특별의 역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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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lf is the owner or lessee shall 

be exempt from all national, 

regional or municipal dues and 

taxes whatsoever, other than such 

as represent payment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2. The exemption from tax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such 

dues and taxes if, under the law 

of the receiving State, they are 

payable by the person who contracted 

with the sending State or with 

the person acting on its behalf.

Article 33

Inviolability of the consular archives 

and documents

The consular archives and documents 

shall be inviolable at all times 

and wherever they may be. 

Article 34

Freedom of movement

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zones entry into which 

is prohibited or regulat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the 

receiving State shall ensure freedom 

of movement and travel in its 

territory to all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형태의 국가 지역 또는 지방

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과세의 면제는, 파

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접수국의 법에 

따라 동 부과금과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부과금과 조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사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

이다. 

제34조

이전의 자유

국가안보상의 이유에서 그 출입이 금지되

거나 또는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접

수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

은 모든 사기관원에 대하여 접수국 

역내의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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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Freedom of communication

1. The receiving State shall permit 

and protect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part of the consular post 

for all official purposes. In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the diplomatic missions and other 

consular posts, wherever situated, 

of the sending State, the consular 

post may emplo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diplomatic or 

consular couriers, diplomatic or 

consular bags and messages in 

code or cipher. However, the 

consular post may install and 

use a wireless transmitter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2. The official correspondence of 

the consular post shall be inviolable. 

Official correspondence means al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he 

consular post and its functions.

3. The consular bag shall be 

neither opened nor detained. 

Nevertheless,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have serious reason to believe 

that the bag contains something 

other than the correspondence, 

documents or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they may request that the bag 

be opened in their presence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제35조

통신의 자유

1. 접수국은 사기관에 대하여 모든 공

용 목적을 위한 통신의 자유를 허용하며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사기관은, 파견

국 정부 및 그 소재지에 관계 없이 파견

국의 외교공관 및 다른 그 사기관과 통

신함에 있어서 외교 또는 사신서사 외

교 또는 사행낭 및 기호 또는 전신암호

에 의한 통신물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

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무선 송

신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기관의 공용서한은 불가침이다. 

공용서한이라 함은 사기관과 그 기능에 

관한 모든 서한을 의미한다. 

3. 사행낭은 개방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행낭속에 본조4항에 

언급된 서한, 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중대한 이유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당국은 그 입회

하에 파견국이 인정한 대표가 동 행낭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요청을 

파견국의 당국이 거부하는 경우에 동 행

낭은 발송지로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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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ding State. If this request 

is refused by the authorities of 

the sending State, the bag shall 

be returned to its place of origin.

4. The packages constituting the 

consular bag shall bear visible 

external marks of their character 

and may contain only official 

correspondence and documents or 

articles intended exclusively for 

official use. 

5. The consular courier shall be 

provided with an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his status and the 

number of packages constituting 

the consular bag.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ing State he 

shall be neither a national of the 

receiving State, nor, unless he is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receiving 

State. In the performance of his 

functions he shall be protected 

by the receiving State. He shall 

enjoy personal inviola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

6. The sending State, its diplomatic 

missions and its consular posts 

may designate consular couriers 

ad hoc.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except that the 

immunities therein mentioned shall 

cease to apply when such a courier 

has delivered to the consignee 

the consular bag in his charge.

4. 사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에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명백한 외부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또한 공용 서한과 서류 

또는 전적으로 공용을 위한 물품만이 포

함될 수 있다.

5. 사신서사는 그 신분 및 사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

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사신서사는 접

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

수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가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국의 

주자이어서는 아니된다. 사신서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에 의

하여 보호를 받는다. 사신서사는 신체

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

로도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6. 파견국과 그 외교공관 및 사기관은 

임시 사신서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

한 경우에는, 동 임시 신서사가 맡은 

사행낭을 수취인에게 전달하 을 때에 본조 

5항에 언급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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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consular bag may be entrusted 

to the captain of a ship or of a 

commercial aircraft scheduled to 

land at an authorized port of 

entry. He shall be provided with 

an official document indicating 

the number of packages constituting 

the bag, but he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 consular courier. 

By arrangement with the appropriate 

local authorities, the consular post 

may send one of its members to 

take possession of the bag directly 

and freely from the captain of 

the ship or of the aircraft. 

Article 36

Communication and contact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relating 

t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 consular officers shall be free 

to communicate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nd to have 

access to them.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freedom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to consular officers 

of the sending State;

(b) if he so reques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if,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a

7. 사행낭은 공인 입국항에 기착되는 

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

장용기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지참하

여야 하나, 사신서사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사기관은 관계 지방당국과의 약

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기장으

로부터 직접 자유로이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

정이 적용된다. 

(a) 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b) 파견국의 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

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사기관에 통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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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of that State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to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consular post by the person 

arrested,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shall also be forwarded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The said authorities shall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under 

this sub-paragraph;

(c) consular officers shall have 

the right to visit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to converse 

and correspond with him and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The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visit any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n their district in 

pursuance of a judgment. Nevertheless, 

consular officers shall refrain from 

taking action on behalf of a 

national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f he expressly opposes 

such action.

2.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o, however, that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must enable 

full effect to be give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 rights 

accorded under this Article are 

intended.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

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를 그의 권리를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

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

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

을 대신하여 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

우에, 동 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

하여야 한다. 

2. 동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

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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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Information in cases of deaths, 

guardianship or trusteeship, wrecks 

and air accidents

If the relevan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uch 

authorities shall have the duty:

(a)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to 

inform without delay the consular 

post in whose district the death 

occurred;

(b) to inform the competent consular 

post without delay of any case 

where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r trustee appears to be in the 

interests of a minor or other 

person lacking full capacity who 

is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The giving of this information 

shall, however, be without prejudice 

to the oper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concerning such appointments;

(c) if a vessel,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sending State, is wrecked 

or runs aground in the territorial 

sea or internal waters of the 

receiving State, or if an aircraft 

registered in the sending State 

suffers an accident o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to inform 

without delay the consular post 

제37조 

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

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사관할구역내의 사기

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

(b)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 또는 

충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기타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 다만, 이러한 통보는 상기 

지정에 관한 접수국의 법정의 시행을 침

해해서는 아니된다. 

(c) 파견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박이 접수

국의 해 또는 내수에서 난파하거나 또

는 좌초하는 경우, 또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접수국의 역에서 사고를 당하

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현장에서 가장 가

까운 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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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est to  the scene of the 

occurrence.

Article 38

Communication with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consular officers may address:

(a)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of their consular district;

(b) the competent central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is is allowed 

by the laws, regulations and usages 

of the receiving State or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rticle 39

Consular fees and charges

1. The consular post may levy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the fees and charges provid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ending State for consular acts.

2. The sums collected in the form 

of the fees and charg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the receipts for such fees 

and charges, shall be exempt from 

all dues and taxes in the receiving 

State.

제38조

접수국 당국과의 통신

사관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당국과 통신할 수 있다. 

(a) 그 사관할구역내의 권한 있는 지방

당국.

(b) 접수국의 권한있는 중앙당국.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 또는 

관계 국제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며 또한 

허용되는 범위에 한한다.

제39조

사 수수료와 요금

1. 사기관은 접수국의 역내에서 사

활동에 관한 파견국의 법령이 규정하는 

수수료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수수료와 요금의 

형식으로 징수한 총액과 동 수수료 및 요

금의 수령액은 접수국의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부록】

367

Section II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RELATING  TO 

CAREER CONSULAR OFFICERS 

AND OTHER MEMBERS OF  A 

CONSULAR POST

Article 40

Protection of consular officers

The receiving State shall treat 

consular officers with due respect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any attack on 

their person, freedom or dignity.

Article 41

Personal inviolability of consular 

officers

1. Consular officers shall not be 

liable to arrest or detention pending 

trial, except in the case of a 

grave crime and pursuant to a 

decision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2. Except in the cas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ular 

officers shall not be committed to 

prison or liable to any other form 

of restriction on their personal 

freedom save in execution of a 

judicial decision of final effect.

3. If criminal proceedings are 

instituted against a consular officer, 

he must appear before the competent

제 2절

직업 사관원과 기타의 사기관원에 관

한 편의,  특권 및 면제

제40조 

사관원의 보호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사관원을 대

우하여야 하며 또한 사관원의 신체자유 

또는 위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사관원의 신체의 불가침

1. 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

한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

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관원은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타 어떠한 형태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적 효력을  

가진 사법상의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

시된 경우에 그는 권한있는 당국에 출두

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는, 그의



【부록】

368

authorities. Nevertheless,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with the respect due to him by 

reason of his official position 

and, except in the cas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a manner which will hamper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as 

little as possible. When, in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tain a 

consular officer, the proceedings 

against him shall be instituted 

with the minimum of delay.

Article 42

Notification of arrest, detention 

or prosecution

In the event of the arrest or 

detention, pending trial, of a 

member of the consular staff, or 

of criminal proceedings being 

instituted against him, the receiving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head of the consular post. Should 

the latter be himself the object 

of any such measure,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ify the sending 

St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rticle 43

Immunity from jurisdiction

1. Consular officers and consular 

employees shall not be amenable 

to the jurisdiction of th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그가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본조 1항에 명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무의 수행

에 가능한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조 1항에 언급된 

사정하에서 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

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제42조

체포, 구속 또는 소추의 통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직원을 체포하

거나 또는 구속하는 경우 또는 동 사직

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

우에, 접수국은 즉시 사기관장에게 통

고하여야 한다. 사기관장 그 자신이 그

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파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1. 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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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iving State in respect of 

act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however, 

apply in respect of a civil action 

either: 

(a) arising out of a contract 

concluded by a consular officer or 

a consular employee in which he 

did not contract expressly or 

impliedly as an agent of the 

sending State; or

(b) by a third party for damage 

arising from an accident in the 

receiving State caused by a vehicle, 

vessel or aircraft.

Article 44

Liability to give evidence

1. Members of a consular post 

may be called upon to attend as 

witnesses in the course of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 

consular employee or a member 

of the service staff shall not, 

except in the cases mentioned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decline 

to give evidence. If a consular 

officer should decline to do so, 

no coercive measure or penalty 

may be applied to him.

2. The authority requiring the 

evidence of a consular officer shall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

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

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

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하여 제 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제44조

증언의 의무

1. 사기관원은 사법 또는 행정소송절차

의 과정에서 증인 출두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원 또는 업무직원은 본조 3

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을 거

부해서는 아니된다. 사관원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강제적 조

치 또는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사관원의 증언을 요구하는 당국은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간섭을 회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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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 interference with the performance 

of his functions. It may, when 

possible, take such evidence at 

his residence or at the consular 

post or accept a statement from 

him in writing.

3. Members of a consular post 

are under no obligation to give 

evidence concerning matters connected 

with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or to produce official correspondence 

and documents relating thereto. 

They are also entitled to decline 

to give evidence as expert witnesses 

with regard to the law of the 

sending State.

Article 45

Waiver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1. The sending State may waive, 

with regard to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any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rticles 41, 43 and 44.

2. The waiver shall in all cases 

be expres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d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receiving State in writing.

3. The initiation of proceedings 

by a consular officer or a consular 

employee in a matter where he 

might enjoy  immunity  from 

jurisdiction under Article 43 shall 

preclude him from invoking immunity

한다. 동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 사관원

의 주거 또는 사기관내에서 증거를 수

집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한 그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3. 사기관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련

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행하거나 또

는 그에 관련되는 공용 서한과 서류를 제

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사기관원

은 파견국의 법에 관하여 감정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리를 또한 가

진다. 

제45조

특권 및 면제의 포기

1. 파견국은 사기관원에 관련하여 제41

조,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동포기는 본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명시적이어야 하며 

또한 서면으로 접수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3. 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제43조에 

따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자신이 소송절차

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반소에 대하여 관할권으로부

터의 면제를 원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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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y counter-claim directly connected 

with the principal claim.

4. The waiver of immunity from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all not be deemed to imply the 

waiver of immunity from the 

measures of execution resulting 

from the judicial decision; in respect 

of such measures, a separate waiver 

shall be necessary. 

Article 46

Exemption from registration of 

aliens and residence permits

1. Consular officers and consular 

employe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shall be exempt from 

all obligation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in regard to the registration 

of aliens and residence permit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however, 

apply to any consular employee 

who is not a permanent employee 

of the sending State or who 

carries on any private gainful 

occupation in the receiving State 

or to any member of the family 

of any such employee.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절차의 목적상 관

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사법적 결

정에서 나오는 집행조치로 부터의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제46조

외국인등록과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

1. 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그 세대의 일

부를 이루는 가족은 외국인등록 및 거주

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른 모

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파견국의 고

정된 고용원이 아니거나 또는 접수국내에

서 리적인 사적직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

지 아니한다. 



【부록】

372

Article 47

Exemption from work permits

1.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shall, with respect to services 

rendered for the sending State, 

be exempt from any obligations 

in regard to work permits impos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labour.

2. Members of the private staff 

of consular officers and of consular 

employees shall, if they do not 

carry on any other gainful occupation 

in the receiving State,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48

Social security exemption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with respect to services rendered 

by them for the sending State,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shall be exempt from social 

security provisions which may be 

in force in the receiving State.

2.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lso to members of the 

private staff who are in the sole 

employ of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on condition:

제47조

취업허가로부터의 면제

1. 사기관원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

하는 역무에 관하여, 외국노동의 고용에 

관한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업허가에 관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사관원과 사무직원의 개인 사용인

은, 접수국내에서 다른 리적 직업에 종

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조 1항에 언

급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48조

사회보장상의 면제

1. 본조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사기관원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역에 관해서 또한 그 세대의 일부를 이

루는 가족 구성원은 접수국내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상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면제는 다음의 조

건하에서 사기관원에게 전적으로 고용

되어 있는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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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at they are not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and

(b) that they are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which 

are in force in the sending State 

or a third State.

3.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who employ persons to whom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does not apply 

shall observe the obligations which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of 

the receiving State impose upon 

employers.

4.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receiv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rticipation 

is permitted by that State.

Article 49

Exemption from taxation

1. Consular officers and consular 

employe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shall be exempt from 

all dues and taxes, personal or 

real, national, regional or municipal, 

except: 

(a) indirect taxes of a kind which 

are normally incorporated in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a) 그 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거

나 또는 접수국내의 주자가 아닐 것.

(b) 그 사용인이 파견국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

3. 본조 2항에 규정된 면제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기관원은 

접수국의 사회보장 규정이 고용주에게 부

과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

수국의 사회보장 제도에의 참여가 동 접

수국에 의하여 허용될 것을 조건으로, 동 

제도에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49조

과세로부터의 면제

1. 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그 세대의 일

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인적 또는 물적,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속에 정상적으

로 포함되어 있는 성질의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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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ues or taxes on private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c) estate, succession or inheritance 

duties, and duties on transfers, 

levied by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Article 51;

(d) dues and taxes on private 

income, including capital gains, 

having its source in the receiving 

State and capital taxes relating 

to investments made in commercial 

or financial undertakings in the 

receiving State;

(e) charges levied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f) registration, court or record 

fees, mortgage dues and stamp 

dutie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2.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shall be exempt from dues and 

taxes on the wages which they 

receive for their services.

3.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who employ persons whose wages 

or salaries are not exempt from 

income tax in the receiving State 

shall observe the obligations whic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State impose upon employers 

concerning the levying of income 

tax.

(b) 제3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의 역내에 소재하는 개인의 부동

산에 대한 부과금 또는 조세

(c) 제51조 (b)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상속 또는 유산세 및 권리 이전에 대한 

조세

(d)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접수국내에 원

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와 접수국내의 상업적 또는 금융사업에의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제공된 특정 역무에 대한 과징금

(f) 제3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등록수수료, 재산 또는 기록수수료, 담보

세 및 인지세

2. 업무직원은 그 역무에 대하여 받는 임

금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임금 또는 급료에 대하여 접수국에서 

소득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

용하는 사기관원은 동 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이 고용주에게 부과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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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inspection

1. The receiving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uch laws and 

regulations as it may adopt, permit 

entry of and grant exemption 

from all customs duties, taxes, 

and related charges other than 

charges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on:

(a) articles for the official use of 

the consular post;

(b) articles for the personal use 

of a consular officer or members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including articles intended 

for his establishment. The articles 

intended for consumption shall 

not exceed the quantities necessary 

for direct utilization by the persons 

concerned.

2. Consular employees shall enjoy 

the privileges and exemp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articles 

imported at the time of first 

installation.

3. Personal baggage accompanying 

consular offic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shall be exempt 

from inspection. It may be inspected 

only if there is serious reason to

제50조

관세 및 검사로부터의 면제

1. 접수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법령에 의

거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 반입을 

허가하며 또한 그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조세와, 보관, 운반 및 유사한 역무에 대

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과징금을 면제하

여야 한다. 

(a) 사기관의 공용물품

(b) 사관원의 주거용 물품을 포함하여 

사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의 사용물품 소비용 물품은 

당해자의 직접 사용에 필요한 양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무직원은 최초의 부임시에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본조 1항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3. 사관원과 그 시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 휴대하는 수하물은 검사로

부터 면제된다. 그 수하물중에 본조 1항의 

세항 (b)에 언급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 또는 그 수출입이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또는 그 검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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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 that it contains articl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articles the 

import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or which are subject to its quarantine 

laws and regulations. Such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in the presence 

of the consular officer or member 

of his family concerned.

Article 51

Estate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orof a member of his family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or 

of a member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the receiving 

State:

(a) shall permit the export of the 

movable property of the deceased, 

with the exception of any such 

property acquired in the receiving 

State the export of which was 

prohibited at the time of his death;

(b) shall not levy national, regional 

or municipal estate, succession 

or inheritance duties, and duties 

on transfers, on movable property 

the presence of which in the 

receiving State was due solely to 

the presence in that State of the 

deceased as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or as a member of 

the family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법령에 따라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

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만 검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검

사는 그 사관원 또는 당해 가족 구성원

의 입회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51조

사기관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유산

사기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

는 가족구성원의 사망의 경우에 접수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a) 사망자가 접수국내에서 취득한 재산

으로서 그의 사망시에 반출이 금지된 것

을 제외하고는 그의 동산의 반출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것.

(b) 사망자가 사기관원으로서 또는 

사기관원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접수국내에 

있게 된 이유만으로 동 접수국내에 소재

하는 그의 동산에 대하여 국가, 지역 또

는 지방의 재산세 및 상속 또는 유산세와 

권리이전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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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Exemption from personal services 

and contributions

The receiving State shall exempt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from all personal services, from 

all public service of any kind 

whatsoever, and from military 

obligations such as those connected 

with  requisitioning, military 

contributions and billeting.

Article 53

Beginning and end of consular 

privileges and immunities

1. Every member of the consular 

post shall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in the 

present Convention from the 

moment he enters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on proceeding 

to take up his post or, if already 

in its territory, from the moment 

when he enters on his duties 

with the consular post.

2. Members of the family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and members of his private staff 

shall receiv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in the present 

Convention from the date from 

which he enjoys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accordance with

제52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

접수국은 사기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

역무 및 여하한 종류의 모든 공공 역무와 

징발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되는 

것 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53조

사특권 및 면제의 개시와 종료

1. 사기관원은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

의 역에 입국하는 때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

기관에서 그의 직무를 개시하는 떼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사기관원의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그 가족 구성원과 그 개인 사용인은, 그 

사기관원이 본조 1항에 의거하여 특권

과 면제를 향유하는 일자로 부터, 또는 

그들이 접수국의 역에 입국하는 일자로

부터, 또는 그 가족 구성원 또는 사용인

이 되는 일자 중, 어느것이든 최종 일자

로 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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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from the date of their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or from the date of their 

becoming a member of such family 

or private staff, whichever is the 

latest.

3. When the functions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have come 

to an end, his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those of a 

member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or a member of 

his private staff shall normally 

cease at the moment when the 

person concerned leaves the receiving 

State or on the expiry of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do 

so, whichever is the sooner, but 

shall subsist until that time, 

even in case of armed conflict. In 

the cas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come to an end when they 

cease to belong to the household 

or to be in the service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provided, however, that if such 

persons intend leaving the receiving 

State within a reasonable period 

thereafter,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subsist until 

the time of their departure.

4. However,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by a consular officer or 

a consular employee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immunity from 

jurisdiction shall continue to subsist 

without limitation of time. 

3. 사기관원의 직무가 종료한 경우에, 

그의 특권과 면제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 또는 그 개인사용인

의 특권과 면제는 당해인들이 접수국을 

떠나는 때 또는 접수국을 떠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기부터 정상적으

로 종료하나,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그때

까지는 존속한다.

본조 2항에 언급된 자의 경우에, 그들의 

특권과 면제는 그들이 사기관원의 세대

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사기관원

의 역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종료

한다. 다만, 당해인들이 그 후 상당한 기

간내에 접수국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 

그들의 특권과 면제는 그들의 퇴거시까지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그러나 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에 관

해서는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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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 

member of the consular post, the 

members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shall continue 

to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to them until they leave 

the receiving State or until the 

expiry of a reasonable period 

enabling them to do so, whichever 

is the sooner.

Article 54

Obligations of third stares

1. If a consular officer passes 

through or is in the territory of 

a third State, which has granted 

him a visa if a visa was necessary, 

while proceeding to take up or 

return to his post or when 

returning to the sending State, 

the third State shall accord to 

him all immunities provided for 

by the other Articl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may be 

required to ensure his transit or 

return. The same shall apply in 

the case of any member of his 

family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 

enjoy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who are accompanying 

the consular officer or travelling 

separately to join him or to 

return to the sending State.

2. In circumstances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rd States shall 

not hinder the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y of other members

5. 사기관원의 사망의 경우에 그 세대

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은, 그들이 

접수국을 떠날 때까지 또는 그들이 접수

국을 떠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이 만료

할 때까지 중,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기

까지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계

속 향유한다. 

제54조

제3국의 의무

1. 사관원의 부임 또는 귀임도중 또는 

귀국의 도중에, 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

게 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

는 그 제3국의 역내에 체재하는 경우

에, 그 제3국은 그의 통과 또는 귀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이 협

약의 다른 제조항에 규정된 모든 면제를 

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사관원의 세

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그 

사관원을 동행하거나 또는 그 사관원

과 합류하기 위하여 또는 파견국에 귀국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본조 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

하에서, 제3국은 다른 사기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의 

당해 제3국 역에의 통과를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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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nsular post or of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s.

3. Third States shall accord to 

official correspondence and to 

other official communications in 

transit, including messages in 

code or cipher, the same freedom 

and protection as the receiving 

State is bound to accor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They shall 

accord to consular couriers who 

have been granted a visa, if a 

visa was necessary, and to consular 

bags in transit, the same inviolability 

and protection as the receiving 

State is bound to accor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4. The obligations of third States 

under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persons mentioned respectively 

in those paragraphs, and to 

official communications and to 

consular bags, whose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third State is 

due to force majeure. 

Article 55

Respect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1. Without prejudice to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3. 제3국은, 기호 또는 전신암호에 의한 

통신물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용 서한 

및 기타의 공용 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할 의무를 지는 동일

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사증을 

부여받은 사신서사와 통과중인 사행

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할 의무를 지는 동일한 불가침 및 보

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조 1항, 2항 및 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각기 그러한 제조항에 언급된 자 

및 공용 통신과 사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역내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

용된다. 

제55조

접수국의 법령에 대한 존중

1.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접

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그들

은 또한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여해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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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ceiving State. They also 

have a duty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at State.

2. The consular premises shall 

not be used in any manner 

incompatible with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offices of other 

institutions or agencies being 

installed in part of the building 

in which the consular premises 

are situated, provided that the 

premises assigned to them are 

separate from those used by the 

consular post. In that event, the 

said offices shall not,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be considered to form part of the 

consular premises.

Article 56

Insurance against third party 

risks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shall comply with any requirement 

impos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in respect 

of insurance against third party 

risks arising from the use of any 

vehicle, vessel or aircraft.

Article 57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private 

gainful occupation

2. 사관사는 사기능의 수행과 양립하

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본조 3항의 규정은 사관사가 수용되

어 있는 건물의 일부에 다른 기구 또는 

기관의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배제하지 아니한가. 다만,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무실은 사기관이 사용하는 사

무실과 구분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

한 경우엔 상기 사무소는 이 협약의 목적

상 사관사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

주되지 아니한다. 

제56조

제3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

사기관인은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에서 야기되는 제3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이 부과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

리적인 사적직업에 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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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eer consular officers shall 

not carry on for personal profit 

any professional or commercial 

activity in the receiving State.

2.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in this Chapter shall not be 

accorded:

(a) to consular employees or to 

members of the service staff who 

carry on any private gainful 

occupation in the receiving State;

(b) to members of the family of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or to members 

of his private staff;

(c) to members of the family of a 

member of a consular post who 

themselves carry on any private 

gainful occupation in the receiving 

State.

CHAPTER III

REGIME RELATING TO 

HONORARY CONSULAR OFFICERS 

AND CONSULAR POSTS HEADED 

BY SUCH OFFICERS

Article 58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1. Articles 28, 29, 30, 34, 35, 36, 

37, 38 and 39, paragraph 3 of 

Article 54 and paragraphs 2 and 3

1. 직업 사관원은 접수국내에서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2. 본장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하기인

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a) 접수국내에서 리적인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또는 업무직원

(b) 본항의 세항 (a)에 언급된 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그 개인사용인

(c) 사기관원의 가족 구성원으로 접수

국내에서 리적인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

제 3장

명예 사관원과 명예 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에 관한 제도

제58조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규정

1.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

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4조 3항 및 제55조 2항과 3항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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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ticle 55 shall apply to 

consular posts headed by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In 

addition,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such consular 

post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s 59, 60, 61 and 62.

2. Articles 42 and 43, paragraph 

3 of Article 44, Articles 45 and 

53 and paragraph 1 of Article 55 

shall apply to honorary consular 

officers. In addition,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such 

consular officer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s 63, 64, 65, 66 and 67.

3.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accorded to members of 

the family of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or of a consular employee 

employed at a consular post headed 

by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4. The exchange of consular bags 

between two consular posts headed 

by honorary consular officers in 

different States shall not be 

allow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two receiving States concerned.

Article 59

Protection of the consular premises

The receiving State shall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protect the consular premises 

of a consular post headed by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against

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에 적용

된다. 또한 이러한 사기관의 편의, 특권 

및 면제는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42조, 제43조, 제44조 3항, 제45조, 

제53조 및 제55조 1항은 명예 사관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사관원의 편의, 

특권 및 면제는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명예

사관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명예 사관

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4. 명예 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

가내의 2개의 사기관간의 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

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

사관사의 보호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 부터 명예

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의 사관

사를 보호하며 또한 사기관의 평온에 

대한 교란 또는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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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intrusion or damage and to 

prevent any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consular post or 

impairment of its dignity. 

Article 60

Exemption from taxation of consular 

premises

1. Consular premises of a consular 

post headed by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of which the 

sending State is the owner or 

lessee shall be exempt from all 

national, regional or municipal 

dues and taxes whatsoever, other 

than such as represent payment 

for specific services rendered. 

2. The exemption from tax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such 

dues and taxes if,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they are payable 

by the person who contracted 

with the sending State.

Article 61

Inviolability of consular archives 

and documents

The consular archives and documents 

of a consular post headed by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shall be 

inviolable at all times and wherever 

they may be, provided that they

제60조

사관사의 과세로부터의 면제

1. 명예 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

의 사관사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가 파

견국인 경우에, 동 사관사는 제공된 특

정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다른 여하한 형태의 모든 국

가, 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

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과세로 부터의 면

제는, 파견국과 계약을 체결한자가 접수

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는, 동 부과금과 조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사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명예 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의 

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

이다. 다만, 이들 문서와 서류는 다른 문

서 및 서류와 구분되며, 특히 사기관장

과 그와 같이 근무하는 자의 사용 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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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kept separate from other 

papers and documents and, in 

particular, from the private 

correspondence of the head of a 

consular post and of any person 

working with him, and from the 

materials, books or document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 or 

trade.

Article 62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he receiving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uch laws and 

regulations as it may adopt, 

permit entry of, and grant 

exemption from all customs duties, 

taxes, and related charges other 

than charges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on the following 

articles, provided that they are 

for the official use of a consular 

post headed by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coats-of-arms, 

flags, signboards, seals and stamps, 

books, official printed matter, office 

furniture, office equipment and 

similar articles supplied by or at 

the instance of the sending State 

to the consular post. 

Article 63

Criminal proceedings

If criminal proceedings are instituted 

against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구분되며, 또한 그들의 전문 직업 또는 

거래에 관계되는 자료, 서적 및 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제62조

관세로부터의 면제

접수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법령에 의거하

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 반입을 허가

하며 또한 모든 관세 및 조세와, 창고료, 

운송료 및 유사한 역무에 대한 것을 제외

한, 기타의 관계 과징금으로부터의 면제

를 부여한다. 다만, 그 물품은 명예 사관

원을 장으로 하는 사기관의 공적용도를 

위한 것일것을 조건으로 한다. 즉 문장, 

국기, 간판, 인장과, 인지, 서적, 공용인

쇄물, 사무실가구, 사무실 비품 및 파견국

이 사기관에 공급하거나 또는 파견국의 

의뢰에 따라 사기관에 공급되는 유사한 

물품.

제63조

형사소송절차

명예 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

시되는 경우에 그는 권한있는 당국에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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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ust appear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ies. Nevertheless,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with the respect due to him by 

reason of his official position 

and, except when he is under 

arrest or detention, in a manner 

which will hamper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as little as 

possible. When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tain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the proceedings 

against him shall be instituted 

with the minimum of delay.

Article 64

Protection of honorary consular 

officers

The receiving State is under a 

duty to accord to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such protection 

as may be required by reason of 

his official position.

Article 65

Exemption from registration of 

aliens and residence permits

Honorary consular officer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o carry 

on for personal profit any 

professional or commercial activity 

in the receiv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all obligation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in regard to the 

registration of aliens and residence 

permits.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는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그가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직무의 수행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명예 사관

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

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

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제64조

명예 사관원의 보호

접수국은 명예 사관원에 대하여 그의 공

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

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외국인등록 및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

명예 사관원은, 사적 이득을 위하여 접

수국에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 및 

거주 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

른 모든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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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

Exemption from taxation

An honorary consular officer shall 

be exempt from all dues and 

taxes on the remuneration and 

emoluments which he receives 

from the sending State in respect 

of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Article 67

Exemption from personal services 

and contributions

The receiving State shall exempt 

honorary consular officers from 

all personal services and from all 

public services of any kind whatsoever 

and from military obligations such 

as those connected with requisitioning, 

military contributions and billeting.

Article 68

Optional character of the institution 

of honorary consular officers

Each State is free to decide 

whether it will appoint or receive 

honorary consular officers.

CHAPTER IV 

GENERAL PROVISIONS

Article 69

Consular agents who are not heads 

of consular posts

제66조

과세로부터의 면제

명예 사관원은 사직무의 수행에 관하

여 그가 파견국으로 부터 받는 보수와 급

료에 대한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 부터 면

제된다. 

제67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

접수국은 명예 사관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 

역무및 여하한 성질의 모든 공공 역무와 

징발 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

되는 것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명예 사관원 제도의 임의성

각국은 명예 사관원을 임명하거나 또는 

접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제 4장

일반조항

제69조

사기관장이 아닌 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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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ch State is free to decide 

whether it will establish or 

admit consular agencies conducted 

by consular agents not designated 

as heads of consular post by the 

sending State.

2.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nsular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carry on their activities and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which may be enjoyed by the 

consular agents in charge of 

them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sending 

State and the receiving State.

Article 70

Exemption of consular functions 

by diplomatic missions

1.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pply also, so far as 

the context permits, to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by a diplomatic 

mission.

2. The names of members of a 

diplomatic mission assigned to 

the consular section or otherwise 

charged with the exercise of the 

consular functions of the mission 

shall be notified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ceiving 

State or to the authority designated 

by that Ministry.

1. 각국은 파견국에 의하여 사기관장으

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대리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

진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사대리사무소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 및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사대리가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합의에 의하

여 결정된다. 

제70조

외교공관에 의한 사기능의 수행

1.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문맥이 허용하는 

한, 외교공관에의 사기능의 수행에도 

적용된다. 

2. 외교공관원으로서 사부서에 배속되

거나 또는 동 공관의 사기능의 수행을 

달리 맡은 자의 명단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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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a diplomatic mission may 

address:

(a) the local authorities of the 

consular district;

(b)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if this is allowed 

by the laws, regulations and usages 

of the receiving State or by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4.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members of a diplomatic 

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diplomatic relations. 

Article 71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ceiving state

1. Except in so far as additional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may be granted by the receiving 

State, consular officers who are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shall enjoy 

only immunity from jurisdiction 

and personal inviolability in 

respect of official act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and the privilege provided in 

paragraph 3 of Article 44. So far 

as these consular officers are 

concerned, the receiving State 

3. 외교공관은 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서 아래의 당국과 통신을 가질 수 있다. 

(a) 사관할구역내의 지방당국

(b) 접수국의 법령 및 관례 또는 관계 국

제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접수국의 

중앙당국

4. 본조 2항에 언급된 외교공관원의 특권

과 면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

칙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제71조

접수국의 국민 또는 주자

1. 접수국에 의하여 추가의 편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

수국의 국민 또는 주자인 사관원은 

그 직무 수행에서 행한 공적 행동에 관하

여 관할권으로 부터의 면제와 신체의 불

가침만을 향유하며, 또한 제44조 3항에 

규정된 특권만을 향유한다. 

접수국은 이들 사관원에 관한 한 제42

조에 규정된 의무에 의하여 또한 기속된

다. 상기 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

차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는, 그

가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직무의 수행에 가능한 최소한의 지장

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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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likewise be bound by the 

obligation laid down in Article 

42. If criminal proceedings are 

instituted against such a consular 

officer, the proceedings shall, 

except when he is under arrest 

or detention, be conducted in a 

manner which will hamper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as 

little as possible.

2. Other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who are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well as members of the families 

of consular offic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joy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nly in so far as 

these are granted to them by the 

receiving State. Those members 

of the families of members of the 

consular post and those members 

of the private staff who are 

themselves nationals of or permanently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shall likewise enjoy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nly in 

so far as these are granted to 

them by the receiving State. The 

receiving State shall, however,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ose 

persons in such a way as not to 

hinder unduly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nsular post.

2. 접수국의 국민 또는 주자인 다른 

사기관원과 그 가족 구성원 및 본조 1항

에 언급된 사관원의 가족 구성원은 접

수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 동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접수국의 국민 또는 주자인 사기관원

의 가족 구성원 및 그 개인 사용인은 접

수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 편의, 특권 및 면제를 또한 향유한다. 

다만, 접수국은 사기관의 기능의 수행

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기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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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2

Non-discrimination

1.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 discriminate 

as between States. 

2. However, discrimin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taking place: 

(a) where the receiving State 

applies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restrictively 

because of a restrictiv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to its consular 

posts in the sending State;

(b) where by custom or agreement 

States extend to each other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i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73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convention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1.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ffect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as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m.

2.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preclude States from co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confirming 

or supplementing or extending or 

amplifying the provisions thereof.

제72조

무차별

1. 접수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

니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이 파견국내의 

접수국 사기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접수국이 이 협약의 그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제국이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 보

다 더 유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

제73조

이 협약과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른 국제협정의 

당사국간에 유효한 그 국제협정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국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확인, 보충, 확대 또는 

확장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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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FINAL PROVISIONS

Article 74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r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until 31 October 1963 at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and 

subsequently, until 31 March 1964,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Article 75

Ratification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76

Accessio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제 5장

최종 조항

제74조

서 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중의 

어느 하나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

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3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외

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64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

서 개방된다. 

제75조

비 준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6조

가 입

이 협약은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

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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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ing to any of the four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74.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77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wenty-secon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y-secon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78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 

general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belonging to any of the four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74: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7조

발 효

1. 이 협약은 스물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스물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

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으로 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78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74조에 언급된 네

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

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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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f signatur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4, 75 and 76;

(b) of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Article 79

Authentic texts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send certified copies 

thereof to all States belonging to 

any of the four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74.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at Vienna, this twenty-fourth 

day of April,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three.    

(a) 제75조, 제75조 및 제75조에 의거한 

이 협약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77조에 의거하여 이 협약이 발효

하는 일자

제79조

정 본

중국어, 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

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 다.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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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국제사법재판소규정 한대비표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1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stablish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constituted and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Statute. 

CHAPTER I 

ORGANIZATION OF THE COURT

Article 2

The Court shall be composed of a 

body of independent judges, elected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from 

among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who possess the qual- 

ifications require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for appointment to the 

highest judicial offices, or are 

jurisconsults of recognized competence 

in international law. 

Article 3

1. The Court shall consist of 

fifteen members, no two of whom 

may be nationals of the same 

state.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1조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국제

연합헌장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사법재

판소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따라 조직

되며 임무를 수행한다.

제 1장

재판소의 조직

제 2 조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

된 법률가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

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제 3조

1.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2인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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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person who for the purposes 

of membership in the Court could 

be regarded as a national of more 

than one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 national of the one in 

which he ordinarily exercise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4

1. The members of the Court 

shall b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by the Security 

Council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the national groups 

i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2. In the case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not represented 

i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candidates shall be 

nominated by national groups 

appointed for this purpose by 

their government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prescribed for 

member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by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of The Hague of 

1907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3.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state which is a party to the 

present Statute but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participate i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Court shall, in 

the absence of a special agreement,

2. 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제 4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상설중개재판소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 자의 명부중에서 

다음의 규정들에 따라 총회 및 안전보장

이사회가 선출한다.

2.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재판관 후보

자는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국

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헤

이그협약 제44조에 규정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임명하는 국별

재판관단이 지명한다.

3.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지만 국제연합

의 비회원국인 국가가 재판소의 재판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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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laid down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

1.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written 

request to the member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belonging to the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and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groups appointed under 

Article 4, paragraph 2, inviting 

them to undertake, within a given 

time, by national groups, the 

nomination of persons in a position 

to accept the duties of a member 

of the Court. 

2. No group may nominate more 

than four persons, not more than 

two of whom shall be of their 

own nationality. In no case may 

the number of candidates nominated 

by a group be more than double 

the number of seats to be filled.

 

Article 6

Before making these nominations, 

each national group is recommended 

to consult its highest court of 

justice, its legal faculties and 

schools of law, and its national 

academies and national sections 

of international academies devoted 

to the study of law. 

제 5조

1. 선거일부터 적어도 3월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인 국가에 

속하는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별재판관단의 

구성원에게, 재판소의 재판관의 직무를 

수락할 지위에 있는 자의 지명을 일정한 

기간내에 각 국별재판관단마다 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어떠한 국별재판관단도 4인을 초과하

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며, 그중 3인

이상이 자국국적의 소유자이어서도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국별재판

관단이 지명하는 후보자의 수는 충원할 

재판관석 수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이러한 지명을 하기 전에 각 국별재판관

단은 자국의 최고법원․법과대학․법률학

교 및 법률연구에 종사하는 학술원 및 국

제학술원의 자국지부와 협의하도록 권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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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the persons thus nominated. 

Save as provided in Article 12, 

paragraph 2, these shall be the 

only persons eligible.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mit this list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8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shall proceed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to 

elect the members of the Court.

 

Article 9

At every election, the electors 

shall bear in mind not only that 

the persons to be elected should 

individually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ut also that in the 

body as a whole the representation 

of the main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should be assured. 

Article 10

1. Those candidates who obtain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in 

the General Assembly and in the 

Security Council shall be considered 

as elected. 

제 7조

1.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

보자의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후보자들만이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2.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총회 및 안전보

장이사회에 제출한다. 총회 및 안전보장

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의 재판

관을 선출한다.

제 8조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

로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제 9조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은 피선거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가져야 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판관단이 세계의 

주요문명형태 및 주요법체계를 대표하여야 

함에 유념한다.

제10조

1.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

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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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vote of the Security 

Council, whether for the election 

of judges or for the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conference 

envisaged in Article 12, shall be 

taken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permanent and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3. In the event of more than one 

national of the same state obtaining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both of the General Assembly 

and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ldest of these only shall be 

considered as elected. 

Article 11

If, after the first meeting held 

for the purpose of the election, 

one or more seats remain to be 

filled, a second and, if necessary, 

a third meeting shall take place.

 Article 12

1. If, after the third meeting, 

one or more seats still remain 

unfilled, a joint conference consisting 

of six members, three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ree by the Security Council, 

may be formed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either the General 

Assembly or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purpose of choosing by 

the vote of an absolute majority 

one name for each seat still 

vacant, to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for their respective acceptance. 

2.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것이든지 또는 제12조에 규

정된 협의회의 구성원의 임명을 위한 것

이든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간에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

3. 2인이상의 동일국가 국민이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에서 모두 절대다

수표를 얻은 경우에는 그중 최연장자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선거를 위하여 개최된 제1차 회의후에도 

충원되어야 할 1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

석이 남는 경우에는 제2차 회의가, 또한 

필요한 경우 제3차 회의가 개최된다.

제12조

1. 제3차 회의후에도 충원되지 아니한 1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석이 여전히 남는 

경우에는, 3인은 총회가, 3인은 안전보장

이사회가 임명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 합

동협의회가 각공석당 1인을 절대다수표로

써 선정하여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

하여 언제든지 설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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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the joint conference is 

unanimously agreed upon any 

person who fulfills the required 

conditions, he may be included 

in its list, even though he wa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nomin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7. 

3. If the joint conference is satisfied 

that it will not be successful in 

procuring an election, those members 

of the Court who have already 

been elected shall, within a period 

to be fixed by the Security Council, 

proceed to fill the vacant seats 

by selection from among those 

candidates who have obtained 

votes either in the General Assembly 

or in the Security Council. 

4.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among the judges, the 

eldest judge shall have a casting 

vote. 

Article 13

1. The members of the Court 

shall be elected for nine years 

and may be re-elected; provided, 

however, that of the judge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the terms of 

five judges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ree years and the terms 

of five more judges shall expire 

at the end of six years. 

2. The judges whose terms are to 

expire at the end of the above- 

mentioned initial periods of three 

and six years shall be chosen by

2.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합동협의회가 전원일치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된 지명명부중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라도 협의회의 명부에 기재될 

수 있다.

3. 합동협의회가 당선자를 확보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재

판소의 재판관들은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

사회중 어느 일방에서 라도 득표한 후보

자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공석을 충원한다.

4. 재판관간의 투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최연장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13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

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회 선거

에서 선출된 재판관중 5인의 재판관의 임

기는 3년후에 종료되며, 다른 5인의 재판

관의 임기는 6년후에 종료된다.

2. 위에 규정된 최초의 3년 및 6년의 기

간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은 제1회 

선거가 완료된 직후 사무총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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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to be drawn by the Secretary- 

General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has been completed. 

3. The members of the Court 

shall continue to discharge their 

duties until their places have 

been filled. Though replaced, they 

shall finish any cases which they 

may have begun. 

4. In the case of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Court, the 

resigna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Court for 

transmission to the Secretary-General. 

This last notification makes the 

place vacant. 

Article 14

Vacancies shall be filled by the 

same method as that laid down 

for the first election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 the 

Secretary-General shall, within 

one month of the occurrence of 

the vacancy, proceed to issue the 

invit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5, and the date of the election 

shall be fixed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15

A member of the Court elected to 

replace a member whose term of 

office has not expired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his 

predecessor's term. 

3. 재판소의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충원후에도 

재판관은 이미 착수한 사건을 완결한다.

4. 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

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최후의 통고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제14조

공석은 후단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제1회 선거에 관하여 정한 방법과 동

일한 방법으로 충원된다. 사무총장은 공

석이 발생한 후 1월이내에 제5조에 규정

된 초청장을 발송하며, 선거일은 안전보

장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

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은 전

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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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1. No member of the Court may 

exercise any political or administrative 

function, or engage in any other 

occupation of a professional nature.

2. Any doubt on this point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17

1. No member of the Court may 

act as agent, counsel, or advocate 

in any case. 

2. No member ma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f any case in which 

he has previously taken part as 

agent, counsel, or advocate for 

one of the parties, or as a member 

of a national or international court, 

or of a commission of enquiry, or 

in any other capacity. 

3. Any doubt on this point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18

1. No member of the Court can 

be dismissed unless,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he 

has ceased to fulfill the required 

conditions. 

2. Formal notification thereof shall 

be made to the Secretary-General 

by the Registrar. 

제16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치적 또는 행정

적인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또는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2.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 있

어서도 대리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

로서 행동할 수 없다.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일방당사자의 대리

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로서, 국내법

원 또는 국제법원이 법관으로서, 조사위

원회의 위원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자

격으로서도, 이전에 그가 관여하 던 사

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8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써 그가 요구되는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될 수 없다.

2. 해임의 정식통고는 재판소서기가 사무

총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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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s notification makes the 

place vacant. 

Article 19

The members of the Court, when 

engaged on the business of the 

Court, shall enjoy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Article 20

Every member of the Court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court 

that he will exercise his power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Article 21

1. The Court shall elect its President 

and Vice-President for three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Court shall appoint its 

Registrar and may provide for 

the appointment of such other 

officers as may be necessary. 

Article 22

1. The seat of the Court shall be 

established at The Hague. This, 

however, shall not prevent the 

Court from sitting and exercising 

its functions elsewhere whenever 

the Court considers it desirable. 

3. 이러한 통고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제19조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

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20조

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기의 직권을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행사할 것을 공개된 법정에서 엄숙히 선

언한다.

제21조

1.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

판소부소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

한 다른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22조

1. 재판소의 소재지는 헤이그로 한다. 다

만,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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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esident and the Registrar 

shall reside at the seat of the 

Court. 

Article 23

1. The Court shall remain permanently 

in session, except during the 

judicial vacations, the dates and 

duration of which shall be fixed 

by the Court. 

2. Members of the Court are 

entitled to periodic leave, the 

dates and duration of which shall 

be fixed by the Court, having in 

mind the distance between The 

Hague and the home of each judge. 

3. Members of the Court shall be 

bound, unless they are on leave 

or prevented from attending by 

illness or other serious reasons 

duly explained to the President, 

to hold themselves permanently 

at the disposal of the Court.

Article 24

1. If, for some special reason, a 

member of the Court considers 

that he should not take part in 

the decision of a particular case, 

he shall so inform the President.

2. If the President considers that 

for some special reason one of 

the members of the Court should 

not sit in a particular case, he 

shall give him notice accordingly.

2. 재판소장 및 재판소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제23조

1. 재판소는 재판소가 휴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정하며, 휴가의 시기 

및 기간은 재판소가 정한다.

2.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기휴가의 권리를 

가진다. 휴가의 시기 및 기간은 헤이그와 

각 재판관의 가정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재판소가 정한다.

3. 재판소의 재판관은 휴가중에 있는 경

우이거나 질병 또는 재판소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다른 중대한 사

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상 재판소의 명에 따라야 할 의

무를 진다.

제24조

1.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

하여 특정사건의 결정에 자신이 참여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

소장에게 그 점에 관하여 통보한다.

2. 재판소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중의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사건

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에게 그 점에 관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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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in any such case the member 

Court and the President disagree, 

the matter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25

1. The full Court shall sit except 

when it i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the present Statute.

2.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number of judges available 

to constitute the Court is not 

thereby reduced below eleven, 

the Rules of the Court may 

provide for allowing one or more 

judges, according to circumstances 

and in rotation, to be dispensed 

from sitting. 

3. A quorum of nine judges shall 

suffice to constitute the Court.

Article 26

1. The Court may from time to 

time form one or more chambers, 

composed of three or more judges 

as the Court may determine, for 

dealing with particular categories 

of cases; for example, labour cases 

and cases relating to transit and 

communications. 

2. The Court may at any time 

form a chamber for dealing with 

a particular case. The number of 

judges to constitute such a chamb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ies.

3. 그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

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1. 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응할 수 있는 

재판관의 수가 11인 미만으로 감소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규칙은 상

황에 따라서 또한 윤번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음

을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를 구성하는데 충분한 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으로 한다.

제26조

1. 재판소는 특정한 부류의 사건, 예컨대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3인 또는 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1 또는 그 이상의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그

러한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수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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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s shall be heard and 

determined by the chamber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if the parties 

so request. 

Article 27

A judgment given by any of the 

chambers provided for in Articles 

26 and 29 shall be considered as 

rendered by the Court. 

Article 28

The chambers provided for in 

Articles 26 and 29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sit and 

exercise their functions elsewhere 

than at The Hague. 

Article 29

With a view to the speedy dispatch 

of business, the Court shall form 

annually a chamber composed of 

five judges which,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may hear and 

determine cases by  summary 

procedure. In addition, two judges 

shall be selected for the purpose 

of replacing judges who find it 

impossible to sit. 

Article 30

1. The Court shall frame rules 

for carrying out its functions. In 

particular, it shall lay down rules 

of procedure. 

3.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서 규정된 소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제27조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헤이그 외의 장소

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매년 설

치한다. 또한 출석할 수 없는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을 선정한다.

제30조

1.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한다. 재판소는 특히 소송절차

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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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ules of the Court may 

provide for assessors to sit with 

the Court or with any of its 

chambers, without the right to 

vote. 

Article 31

1. Judges of the nationality of 

each of the parties shall retain 

their right to sit in the case 

before the Court. 

2. If the Court includes upon the 

Bench a judge of the nationality 

of one of the parties, any other 

party may choose a person to sit 

as judge. Such person shall be 

chosen preferably from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been 

nominated as candidates as provided 

in Articles 4 and 5. 

3. If the Court includes upon the 

Bench no judge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each of these 

parties may proceed to choose a 

judge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case of Articles 

26 and 29. In such cases, the 

President shall request one or, if 

necessary, two of the members of 

the Court forming the chamber 

to give place to the members of 

the Court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failing 

such, or if they are unable to be 

present, to the judges specially 

chosen by the parties. 

2. 재판소규칙은 재판소 또는 그 소재판

부에 투표권없이 출석하는 보좌인에 관하

여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1. 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소에 제

기된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소가 그 재판관석에 당사자중 1국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당사자도 재판관으로서 출석할 1인

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는 되

도록이면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보자로 지명된 자중에서 선정된다.

3. 재판소가 그 재판관석에 당사자의 국

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26조 및 제29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재판소

장은 소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중 

1인 또는 필요한 때에는 2인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재판관에게 또한 그러

한 국적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하는 재판관

에게, 재판관석을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부록】

408

5. Should there be several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they shall,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rovisions, be reckoned as one 

party only. Any doubt upon this 

point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6. Judges chosen as laid down in 

paragraphs 2,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fulfill the conditions 

required by Articles 2, 17 (paragraph 

2), 20, and 24 of the present 

Statute. They shall take part in 

the decision on terms of complete 

equality with their colleagues. 

Article 32

1. Each member of the Court shall 

receive an annual salary. 

2. The President shall receive a 

special annual allowance.

3. The Vice-President shall receive 

a special allowance for every day 

on which he acts as President.

4. The judges chosen under Article 

31, other than members of the 

Court, shall receive compensation 

for each day on which they exercise 

their functions. 

5. These salaries, allowances, and 

compensation shall be fix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y may 

not be decreased during the term 

of office. 

5.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개의 당사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개의 당사자는 

위 규정들의 목적상 단일당사자로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

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6.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은 재판소 규정의 

제2조․제17조(제2항)․제20조 및 제24

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판관은 자기의 동료와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결정에 참여한다.

제32조

1. 재판소의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는다.

2. 재판소장은 특별년차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서 활동

하는 모든 날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받

는다.

4. 제3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자는 자기의 임

무를 수행하는 각 날자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5. 이러한 봉급․수당 및 보상은 총회가 

정하며 임기중 감액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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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salary of the Registrar 

shall be fix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Court. 

7. Regulations made by the General 

Assembly shall fix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tirement pensions 

may be given to members of the 

Court and to the Registrar,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members 

of the Court and the Registrar 

shall have their travelling expenses 

refunded. 

8. The above salaries, allowances, 

and compensation shall be free 

of all taxation. 

Article 33

The expenses of the Court shall 

be borne by the United Nations 

in such a manner as shall be 

decided by the General Assembly.

CHAPTER II 

COMPETENCE OF THE COUR

Article 34 

1. Only states may be parties in 

cases before the Court. 

2. The Court, subject to and in 

conformity with its Rules, may 

request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formation relevant 

to cases before it, and shall 

receive such information presented 

6. 재판소서기의 봉급은 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7. 재판소의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에 대

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조건과 재판소

의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가 그 여비를 상

환받는 조건은 총회가 제정하는 규칙에서 

정하여진다.

8. 위의 봉급․수당 및 보상은 모든 과세

로부터 면제된다.

제33조

재판소의 경비는 총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제 2장

재판소의 관할

제34조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공 국제기구에게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국제 기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

는 정보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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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ch organizations on their 

own initiative. 

3. Whenever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ituent instrument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ed thereunder is in question 

in a case before the Court, the 

Registrar shall so notify the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and shall communicate 

to it copies of all the written 

proceedings. 

Article 35

1. The Court shall be ope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2.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shall be open to other 

states shall,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contained in treaties 

in force, be laid down by the 

Security Council, but in no case 

shall such conditions place the 

parties in a position of inequality 

before the Court. 

3. When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s 

a party to a case, the Court 

shall fix the amount which that 

party is to contribute towards 

the expenses of the Court.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if such 

state is bearing a share of the 

expenses of the Court 

3. 공공 국제기구의 설립문서 또는 그 문

서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협약의 해석이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문제로 된 때

에는 재판소서기는 당해 공공 국제기구에 

그 점에 관하여 통고하며, 소송절차상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35조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

여 개방된다.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

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

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

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3.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사

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 당

사자가 재판소의 경비에 대하여 부담할 

금액을 정한다. 그러한 국가가 재판소의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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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1.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omprises all cases which the 

parties refer to it and all matter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 

in treaties and conventions in 

force.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they recognize as compulsory 

ipso facto and without special 

agreement, in relation to any other 

state accepting the same obliga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ll legal dispute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b. any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c. the existence of any fact which,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d.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3. The declarations referred to 

above may be made unconditionally 

or on condition of reciprocity on 

the part of several or certain 

states, or for a certain time. 

4.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제36조

1.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

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

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

한 특별한 합의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

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

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

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3.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으로, 수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조

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4. 그러한 선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재판

소규정의 당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

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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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to the Statute and to the 

Registrar of the Court. 

5.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36 of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which are still in force shall 

be deemed,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to 

be acceptances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the period 

which they still have to run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6.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to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the matter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37

Whenever a treaty or convention 

in force provides for reference of 

a matter to a tribunal to have 

been instituted by the League of 

Nations, or to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matter shall,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38

1. The Court, whose function is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uch disputes 

as are submitted to it, shall 

apply: 

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의

하여 이루어진 선언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사이에

서는, 이 선언이 금후 존속하여야 할 기

간동안 그리고 이 선언의 조건에 따라 재

판소의 강제적 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6.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37조

현행의 조약 또는 협약이 국제연맹이 설

치한 재판소 또는 상설국제사법 재판소에 

어떤 사항을 회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은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사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

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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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esting states; 

b.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c.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he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2. This provision shall not prejudice 

the power of the Court to decide 

a case ex aequo et bono, if the 

parties agree thereto. 

CHAPTER III  

PROCEDURE

Article 39

1.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shall be French and English. 

If the parties agree that the case 

shall be conducted in French, the 

judgment shall be delivered in 

French. If the parties agree that 

the case shall be conducted in 

English, the judgment shall be 

delivered in English.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

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한다.

2.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

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소송절차

제39조

1. 재판소의 공용어는 불어 및 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불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불어로 한다. 당사

자가 사건을 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 판결은 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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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o which language shall be 

employed, each party may, in 

the pleadings, use the language 

which it prefers; the decision of 

the Court shall be given in French 

and English.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at the same time 

determine which of the two texts 

shall be considered as authoritative.

3. The Court shall, at the request 

of any party, authorize a language 

other than French or English to 

be used by that party. 

Article 40

1. Cases are brought before the 

Court, as the case may be, either 

by the notific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or by a written application 

addressed to the Registrar. In 

either case the subject of the 

dispute and the parties shall be 

indicated. 

2. The Registrar shall forthwith 

communicate the application to 

all concerned. 

3. He shall also notify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and also 

any other states entitled to appear 

before the Court. 

Article 41

1. Th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indicate, if it considers

2. 어떤 공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국이 

선택하는 공용어를 변론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은 불어 및 

어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소는 두 

개의 본문중 어느 것을 정본으로 할 것인

가를 아울러 결정한다.

3.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불어 또는 어외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40조

1.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각 경우

에 따라 재판소서기에게 하는 특별한 합

의의 통고에 의하여 또는 서면신청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가 표시된다.

2.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 신청을 모든 이

해관계자에게 통보한다.

3. 재판소서기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

연합회원국에게도 통고하며, 또한 재판소

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다른 국가

에게도 통고한다.

제41조

1. 재판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당사자의 각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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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ircumstances so requir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ought to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 

2. Pending the final decision, 

notice of the measures suggested 

shall forthwith be given to the 

parties and to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42

1. The parties shall be represented 

by agents. 

2. They may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or advocates before 

the Court. 

3. The agents, counsel, and advocates 

of parties before the Court shall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necessary to the independent 

exercise of their duties. 

Article 43

1. The procedure shall consist of 

two parts: written and oral. 

2. The written proceedings shall 

consist of the communication to 

the Court and to the parties of 

memorials, counter-memorials and, 

if necessary, replies; also all papers 

and documents in support.

3. These communications shall be 

made through the Registrar, in 

the order and within the time 

fixed by the Court. 

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

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2.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시되는 조

치는 즉시 당사자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된다.

제42조

1.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표된다.

2.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재판소에서 당사자의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은 자기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

한다.

제43조

1. 소송절차는 서명소송절차 및 구두소송

절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서면소송절차는 준비서면․답변서 및 

필요한 경우 항변서와 원용할 수 있는 모

든 문서 및 서류를 재판소와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이러한 송부는 재판소가 정하는 순서

에 따라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판

소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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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certified  copy of every 

document produced by one party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other party. 

5. The oral proceedings shall 

consist of the hearing by the 

Court of witnesses, experts, agents, 

counsel, and advocates. 

Article 44

1. For the service of all notices 

upon persons other than the 

agents, counsel, and advocates, the 

Court shall apply direct to the 

government of the state upon 

whose territory the notice has to 

be served. 

2. The same provision shall apply 

whenever steps are to be taken 

to procure evidence on the spot.

Article 45

The hearing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or, if he 

is unable to  preside, of the 

Vice-President; if neither is able 

to preside, the senior judge present 

shall preside. 

Article 46

The hearing in Court shall be 

public, unless the Court shall 

decide otherwise, or unless the 

parties demand that the public 

be not admitted. 

4.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인

증사본 1통은 타방당사자에게 송부된다.

5. 구두소송절차는 재판소가 증인․감정

인․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에 대하

여 심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44조

1. 재판소는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

외의 자에 대한 모든 통지의 송달을, 그 

통지가 송달될 지역이 속하는 국가의 정

부에게 직접 한다.

2. 위의 규정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제45조

심리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부소장이 지휘한

다. 그들 모두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제46조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된다. 다만, 재

판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들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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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7

1. Minutes shall be made at each 

hearing and signed by the Registrar 

and the President. 

2. These minutes alone shall be 

authentic. 

Article 48

The Court shall make orders for 

the conduct of the case, shall 

decide the form and time in 

which each party must conclude 

its  arguments, and make all 

arrangements connected with the 

taking of evidence.

Article 49

The Court may, even before the 

hearing begins, call upon the 

agents to produce any document 

or to supply any explanations. 

Formal note shall be taken of 

any refusal. 

Article 50

The Court may, at any time, 

entrust any individual, body, bureau, 

commission, or other organization 

that it may select, with the task 

of carrying out an enquiry or 

giving an expert opinion. 

Article 51

During the hearing any relevant 

questions are to be put to the 

witnesses and experts under the

제47조

1. 매 심리마다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소

서기 및 재판소장이 서명한다.

2. 이 조서만이 정본이다.

제48조

재판소는 사건의 진행을 위한 명령을 발

하고, 각당사자가 각각의 진술을 종결하

여야 할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며, 증거

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재판소는 심리의 개시전에도 서류를 제출

하거나 설명을 할 것을 대리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를 기록하여 둔다.

제50조

재판소는 재판소가 선정하는 개인․단체․

관공서․위원회 또는 다른 조직에게 조사의 

수행 또는 감정의견의 제출을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

심리중에는 제30조에 규정된 소송절차규

칙에서 재판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증인 

및 감정인에게 관련된 모든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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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laid down by the 

Court in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30. 

Article 52

After the Court has received the 

proofs and evidence within the 

time specified for the purpose, it 

may refuse to accept any further 

oral or written evidence that one 

party may desire to present unless 

the other side consents. 

Article 53

1. Whenever one of the parties 

does not appear before the Court, 

or fails to defend its case, the 

other party may call upon the 

Court to decide in favour of its 

claim. 

2. The Court must, before doing 

so, satisfy itself, not only that it 

has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6 and 37, but also 

that the claim is well founded in 

fact and law. 

Article 54

1. When,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Court, the agents, counsel, 

and advocates have completed 

their presentation of the case, 

the President shall declare the 

hearing closed. 

제52조

재판소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

간내에 증거 및 증언을 수령한 후에는, 

타방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

방당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

운 증언 또는 증거서류도 그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다.

제53조

1. 일방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타방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유리하게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

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판소가 관할권

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 및 법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제54조

1. 재판소의 지휘에 따라 대리인․법률고문 

및 변호인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완료한 

때에는 재판소장은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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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urt shall withdraw to 

consider the judgment. 

3. The deliberations of the Court 

shall take place in private and 

remain secret.

Article 55

1. All questions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of the judges present. 

2.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the President or the judge 

who acts in his place shall have 

a casting vote. 

Article 56

1. The judgment shall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2. It shall contain the names of 

the judges who have taken part 

in the decision. 

Article 57

If the judgment does not represent 

in whole or in part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judges, any judge 

shall be entitled to deliver a 

separate opinion. 

Article 58

The judgment shall be signed by 

the President and by the Registrar. 

It shall be read in open court, 

due notice having been given to 

the agents. 

2. 재판소는 판결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

정한다.

3. 재판소의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비 로 한다.

제55조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

로 결정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

권을 가진다.

제56조

1.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

를 기재한다.

2. 판결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

명이 포함된다.

제57조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

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재판관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권리

를 가진다.

제58조

판결에는 재판소장 및 재판소서기가 서명

한다. 판결은 대리인에게 적절히 통지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낭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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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9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parties and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case. 

Article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Article 61

1. An application for revision of 

a judgment may be made only 

when it is based upon the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which 

fact was, when the judgment was 

given, unknown to the Court and 

also to the party claiming revision, 

always provided that such ignorance 

was not due to negligence. 

2. The proceedings for revision 

shall be opened by a judgment of 

the Court expressly recording the 

existence of the new fact, recognizing 

that it has such a character as 

to lay the case open to revision, 

and declaring the application 

admissible on this ground. 

3. The Court may require previous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judgment before it admits proceedings 

in revision. 

제59조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

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60조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

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

여 이를 해석한다.

제61조

1. 판결의 재심청구는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

시에는 알지 못하 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

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

2. 재심의 소송절차는 새로운 사실이 존

재함을 명기하고, 그 새로운 사실이 사건

을 재심할 성질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재심청구가 이러한 이유로 허용될 수 있

음을 선언하고 있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

하여 개시된다.

3. 재판소는 재심의 소송절차를 허가하기 

전에 원판결의 내용을 먼저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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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pplication for revision 

must be made at latest within 

six months of the discovery of 

the new fact. 

5. No application for revision 

may be made after the lapse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judgment. 

Article 62

l. Should a state consider that it 

has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e case, it may submit 

a  request to the Court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2 It shall be for the Court to 

decide upon this request. 

Article 63

1. Whenever the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to which states 

other than those concerned in 

the case are parties is in question, 

the Registrar shall notify all such 

states forthwith. 

2. Every state so notified has 

the right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but if it uses this 

right, the construction given by 

the judgment will be equally 

binding upon it. 

4.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

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후에는 재심청

구를 할 수 없다.

제62조

1.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재판소에 그 소송에 참

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63조

1. 사건에 관련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가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러한 

모든 국가에게 통고한다.

2. 그렇게 통고를 받은 모든 국가는 그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

여 부여된 해석은 그 국가에 대하여도 동

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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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urt,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CHAPTER IV 

ADVISORY OPINIONS

Article 65 

1. The Court may give an advisory 

opinion on any legal question at 

the request of whatever body may 

be authorized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make such a request.

2. Questions upon which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is 

asked shall be laid before the 

Court by means of a written 

request containing an  exact 

statement of the question upon 

which an opinion is required, 

and accompanied by all documents 

likely to throw light upon the 

question. 

Article 66

1. The Registrar shall forthwith 

give notice of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to all states 

entitled to appear before the Court.

2. The Registrar shall also, by 

means of a special and direct 

communication, notify any state 

entitled to appear before the Court

제64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4장

권고적 의견

제65조

1. 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

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문제

는, 그 의견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

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요청서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기된다. 이 요청서에는 그 문

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한다.

제66조

1. 재판소서기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사실을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

든 국가에게 즉시 통지한다.

2. 재판소서기는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또는 그 문

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판

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부록】

423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idered 

by the Court, or, should it not 

be sitting, by the President, as 

likely to be able to furnish 

information on the question, that 

the Court will be prepared to 

receive, within a time limit to be 

fixed by the President, written 

statements, or to hear, at a public 

sitting to be held for the purpose, 

or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question. 

3. Should any such state entitled 

to appear before the Court have 

failed  to  receive the special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uch 

state may express a desire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or to 

be heard; and the Court will 

decide. 

4. States and organizations having 

presented written or oral statements 

or both shall be permitted to 

comment on the statements made 

by other states or organizations 

in the form, to the extent, and 

within the time limits which the 

Court, or, should it not be sitting, 

the President, shall decide in each 

particular case. Accordingly, the 

Registrar shall in due time 

communicate any such written 

statements to states and organizations 

having submitted similar statements. 

재판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게, 재판

소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판소가 그 문

제에 관한 진술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열리는 공개법정에서 그 

문제에 관한 구두진술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통신수

단에 의하여 통고한다.

3.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국가도 제2항에 규정된 특별통지

를 받지 아니하 을 때에는 진술서를 제

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진술하기를 희망한

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

에 관하여 결정한다.

4. 서면 또는 구두진술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는, 재판소 또는 재

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각 특정사건에 있어서 정하는 형식․범위 

및 기간내에 다른 국가 또는 기구가 한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허

용된다. 따라서 재판소서기는 그러한 진

술서를 이와 유사한 진술서를 제출한 국

가 및 기구에게 적절한 시기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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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7

The Court shall deliver its advisory 

opinions in open court, notice 

having been given to the Secretary- 

General and to the representativ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f other states an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ediately concerned. 

Article 68

In the exercise of its advisory 

functions the Court shall further 

be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Statute which apply 

in contentious cases to the 

extent to which it recognizes 

them to be applicable. 

CHAPTER V 

AMENDMENT

Article 69

Amendments to the present Statute 

shall be effected by the same 

procedure as is prov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or amendments to that Charter, 

subject however to any provisions 

which the General Assembly 

upon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may adopt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but are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제67조

재판소는 사무총장 및 직접 관계가 있는 

국제연합회원국․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에게 통지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그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제68조

권고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

위안에서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소규

정의 규정들에 또한 따른다.

제 5장

개 정

제69조

재판소규정의 개정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헌장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한 절차와 동

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재

판소규정의 당사국 이면서 국제연합 회원

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관하여는 안전

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채택

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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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0

The Court shall have power to 

propose such amendments to the 

present Statute as it may deem 

necessary, through written commu- 

nications to the Secretary-General, 

for consideration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제70조

재판소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

판소규정의 개정을, 사무총장에 대한 서

면통보로써,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