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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차 세계 전 이후 지정학적 사고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다 그러나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경우 제 차 세계 전을 일으킨 국가. 2

던 독일과 일본1)이 여전히 강 국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사고가

부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나치 독일이 당시 주변국의 희생하에 독일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지정학의 이론과 관념을 왜곡한 것에 해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지

정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유럽에서는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비해 동북아.

시아의 경우 반성을 모르는 현 일본의 아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는 최근 중국

의 부상과 맞물려 민족주의가 심각하게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지정학적 사고의

부활 위험이 증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국의 행태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일본은 해

양 국의 반열에 속했고 후발주자로서 최근 중국, 2)과 한국3)이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해양 국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쪽으로는 북한.

으로 인해 물류의 육지 이동이 꽉 막혀 지정학적으로는 마치 도서국가와 마찬

가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을 통한 물류의 이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안전한 해상교통로 의 확보를 중요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국익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한국은 중국이 중요한 이해관.

계를 가지고 있는 소위 환황해권(Yellow Sea Rim)4)과 일본이 중요한 이해관

계를 가지는 환동해권 의 중심에 위치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East Sea Rim)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1) 제 차 세계 전 당시 나치 독일이 주장한 지정학적 사고의 예로는 생존공간 이 있2 (Lebensraum)“ ”

고 일본이 주장한 사고의 예로는 동아공 권이 있다, . Woo-ik Yoo, The Northeast Asian“ ” “

참조 당해 논문은Rim: A Geopolitical Perspective , p.67 .”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9919/1/4.%20Deveolpment%20and%20Cooperati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on%20in%20Northeast%20Asian-Rim.pdf .

2)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년 월 일 해양굴기 장전을 선언한 바 있다2012 11 15 ( ) .‘ 海洋掘起 ’

3)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년 월 일 년까지 세계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2011 9 16 2020 5

발표하면서 미래 한반도는 중국 일본을 잇는 환황해권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 ”

4) 환황해권의 경제협력 전망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In-Joung Hwang, Prospects for Economic“

참조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Bloc and Its Future Direction .”

http://www.neaef.org/public/neaef/files/documents/publications_pdf/annual_meeting/3rd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1992/21.Hwang_.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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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중첩지역에 위치하다보니 한국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입장이 되어 전략적으로 매우 힘든 선택이 강요되는 미래가 자주 그려졌

고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이 충돌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그러한 선택은 더더욱 힘들 것이라는 경고도 계속되었다 중국은 넓은 면적의.

토로 인해 기나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남쪽 모두 주변국이 중국의,

기선으로부터 해리 이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이400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 의 한계까지 연장될 수 없다 그 결과 주변국의.

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과 중첩됨으로써 필연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 합의

해야 하는 사정에 놓이게 되어 이로 인한 국력의 소모가 불가피하다.5) 이에

비해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최동단에 위치하다 보니 태평양에서는 국제법이 보

장하고 있는 최 한계의 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해

양 국으로서의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환태평양권역에서는 이렇게 시.

원스럽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양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소위 환동해권

의 경우에는 남북한 즉 한반도에 가로막혀 있으며 문제는 중국의 환황해권과

중첩되고 있다 특히 동해의 경우에는 한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존재하는. ,

데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토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동중국해에서 환황해권과 중첩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중국,

이 최근 들어 토문제를 적극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

관계의 충돌은 특히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라는 도서의 유권에 한 분쟁/

은 물론 동중국해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으로 인한 자원민족주의와 연결되어 항

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논문은 해양문제와 관련해 지정학적 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한계가 무엇

이고 이 지역에 독특한 지역적 규범이 필요한지에 해 고찰해 보는 것이 주,

된 목적이다 논의의 편의상 동북아시아의 행위자를 한중일에 국한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 외부세계와의 경제적 단절로 인해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환황해권이나 환동해권에서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다지 주목할 만한 점

5) 육지 토의 경우에도 중국은 무려 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들 개 국가를 접하고 있14 . 14

는 국경선의 길이 순으로 나열해 보면 몽고 러시아 인도 미얀마버마 카자흐스탄 북한 베트, , , ( ), , ,

남 네팔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부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순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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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러시아 역시 환태평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저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한 것이다 더구.

나 남북한 간에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상태이므로 완전한

평시에 적용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 일반국제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더더욱 논의의 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최근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로 인해 한중

일간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해양에서 지정학적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분

쟁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관리하고 평.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문제의 헌법전이라고 일컫는 년 유엔해양법1982

협약이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

로는 협약의 절차법적 한계로 인해 과연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에 해 고찰해 볼 것이다 끝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특수한 지역적 규범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에 해 논의하겠다.

동 아시아 해양 쟁 양상과 특.Ⅱ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을 둘러싼 분쟁은 크게 정치적 분쟁과 법적 분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분쟁은 성격상 법이 적용될 수 없는 분쟁이므로 이.

글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문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은 한중일 모두 당사국6)인 년 유엔해양법협약이다 동북아1982 .

시아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되는 구체적 법적 분쟁으로는 지금까지 가지3

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도서의 유권 분쟁 둘째는 해양경. ,

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며 마지막으로는 특히 역외국인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

의 자유에 군사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한 분쟁이다 다만 둘째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은 그 실질을 살펴보면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6) 한국은 동협약을 년 월 일 중국은 년 월 일 일본은 년 월 일 각기 비준하1996 1 29 , 1996 6 7 , 1996 6 20

다 동협약의 비준 가입 현황은. ,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m#The

참조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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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륙붕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관한 분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천,

연자원을 탐사 보존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관할권의 최외측 한계의 범위에, ,

관한 분쟁으로 귀결된다.

도 쟁1.

도서의 유권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이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즉 일본이 자국의 토라 주장하는 도서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가 있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독도가 있다 그런데/ , .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며 독도는 한국이 실/ ,

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중국에 한 입장과 한국에 한 입장이 서로 상반

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물론 개별 도서마다 권원이 서로 다르고 역사적. ,

배경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도서에 해 입장이 다른 것은 불가피하

다 그러나 제 자의 입장에서 일본의 주장과 입장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 3

일 수도 있어서 외교무 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

다 더구나 자신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타국이 점유.

하고 있는 것도 나의 것이라는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탐욕에 가

득찬 국가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국제법적 분쟁으로 주장함으로써 가치판단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겠

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토로 편

입되었다는 역사적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순수한 법

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아.

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는 순수한 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은 자칫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에 어떠/

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입장이 바뀐 한국이 독도에 한 자신의 유권

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조치를 모방하려 할 것이고 일본이 독도에 해 공,

격적 조치를 취하면 중국이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에 해 공격적 조치를/

모방하여 적용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

고 있다 결국 일본이 최근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 / 7)하고 교과서

수정을 통해 독도에 해 적극적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은 좁은 운신의 폭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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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 공세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한 행동을 취하면 취할수록 결국 이에 응하는 한국과 중국의,

정책은 보다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일본은 트러블 메이커 가, (trouble maker)

될 뿐이다.

한편 법적 측면에서 도서 유권 분쟁은 엄 하게 말하자면 유엔해양법협

약의 적용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도서 유권에 관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

은 조약의 형식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국제관습법과 국제재판소의 판례의 형,

식으로 발전하 다 그러나 도서는 해양으로 둘러싸인 육지 토라는 특성상.

해양법과 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국제법상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 “

다 는 원칙(land dominates sea)” 8)이 법원칙으로 널리 인정되어 도서의 해양

관할권은 도서의 유권이 어느 국가에게 있는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비로소

그 도서로부터의 해양관할권 즉 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륙붕이, ,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도서를 둘러싼 해양법의 적용은 결국 도서 유

권의 귀속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후에 설명하게 될 한일간.

의 해양경계획정문제와 중일간의 해양경계획정문제는 관련국간에 분쟁도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도서의 유권 귀속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서 법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문제는 국가의 존엄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도서에 관한 무력도발을 포함한 자극적 조,

치는 민족주의의 발호를 야기시켜 예측불가능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 결국 지정학의 부활은 도서 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특히 한국 및 중국 모두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일.

본이 현상 변경자로 역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일본의 자제와 현명

한 관리가 요구된다.

7) 일본은 년 월 일 노다 총리가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의지를 발표한 이후 년2011 7 7 / 2012

월 일 그동안 사유지 던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의 개 섬을 구입하는 조치를 취하 다 연합9 11 / 3 .

뉴스 중 일에 중국땅 댜오위다오 매매 말라 기사 참조, , (2011.7.8.) .“ ”

8)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에서도 확인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년 카타르 바레인(ICJ) . 2001 -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의 권리는 육지의 권리로부터 파생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 ”

다. Maritime Delimitait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 2001 I.C.J. 40 (Mar. 16), para.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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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2.

년 유엔해양법협약이 탄생하기 전에는 해리의 해와 나머지는 공해1982 3

라는 이원적 체제가 최소한 해수와 관련해서는 확립된 법원칙이었다 여기에.

해저의 경우 육지 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륙붕의 관념이 미국의 트루먼

통령의 년 선언1945 9)이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년 말부터는 해. 1970 200

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념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사이에서 형성되더니

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리의 해 해리의 배타적경제수1982 12 , 200

역과 그 이원의 공해라는 삼원적 체제가 확립되었다.

한중일이 상호 공유하고 있는 공간인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해역은 모두

그 폭이 해리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년 한중일 모두 유엔해양법협약400 . 1996

을 비준함으로써 해양과 관련한 기존 질서에 있어서 중 한 변화를 초래한 것

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기존의 이원적 체제에 의하면 해 이원은 모.

두 공해 기 때문에 공해라는 거 한 완충지 가 존재하여 이 완충지 에서는

서로 해양이용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각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충돌하

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생성, 200

으로 이러한 완충지 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결국 완충지 가 사라지고 한중.

일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환200

황해권과 환동해권은 한중일 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하는 현상이 야기되3

었고 필연적으로 중첩수역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중첩수역이 존재하고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 중첩

수역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천연자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원민족주의 내지

자원이기주의가 결합되어 지정학적 상황은 보다 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다행이도 한중일간의 양자적 삼자적 중첩수역에 아직은 경제성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존재하지 않아 어족자원만이 관심의 상이 되고 있을 뿐이지만

중국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갈등의 요소는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중일간에는 중첩수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간의 북부 일부

9) 당해 선언의 정식 명칭은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 Presidental Proclamation No. 2667”

선언은 에서 다운로드 할(1945.9.28). http://www.gc.noaa.gov/documents/gcil_proc_2667.pdf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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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륙붕에 관한 경계획정만이 합의10)되었을 뿐 어떠한 해양경계획정도 존재

하지 않는다 물론 황해에서 한중간에는 어업협정이 동해에서 한일간에도 역. ,

시 어업협정이 동중국해에서 중일간에도 어업협정이 각기 존재하고 한국의, ,

남해에 한일간의 륙붕 공동개발구역과 동중국해에서 중일간에 륙붕 공동

개발구역이 존재하지만 특히 한일 그리고 중일 간에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경계획정의 협상은 상호간의 분쟁도서의 존재로 인해 요원해지고 있다 분쟁.

도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중간에 최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만이 전해질 뿐이다.

어업협정 등을 통한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은 그래도 관련당사국인 한중일간

에 해양에서의 협력의 정신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

한 협력의 정신은 유엔해양법협약상에서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

t)11)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결국 한중일간에 존재하고 있는 어업협정상.

의 공동어로구역이나 륙붕상의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합의는 바로 이러한 잠

정약정의 적용 예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수중암초에 불과한 이어도를 놓고 다소 오해가 존재했

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도 양국 정부가 이어도에 접근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분쟁이 아니라 해양경계획정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중간에는 분쟁도서가 존재하지 않아 한일 중일과는. ,

달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상 적으로 용이함을 의미한다.12)

항행 에 사 동 포함 여3.

환황해권이나 환동해권의 역외국이지만 중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

10) 한국과 일본은 년 월 일 한일간에 인접한 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과 그1974 1 30 “ ”

부속 의사합의록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충돌 예방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오염제, , ,“ ” “ ” “ ” “

거 및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한일간에 인접한 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및 그,” “ ”

부속 의사합의록이라는 일련의 협정을 조인하 다 즉 남부구역의 경우에는 경계획정을 하는.“ ”

신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 고 북부구역에는 경계획정에 합의하 다, .

11)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항 제 조 항 제 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74 3 , 83 3 1 ,“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 ,

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

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졸고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응 아, , Issue Brief No. 21 (“ ”

산정책연구원 참조, 201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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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 한국은 물론 일본과 각기 군사동맹을 설정하고 있는 미국이 있다 미.

국은 일본과 함께 전통적 해양강국으로 특히 항행의 자유를 해양법과 관련하

여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존재한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제적 이용에 관해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즉 주권적

권리 와 관할권 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sovereign right) (jurisprudence) ,

타국의 권리도 인정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권리와 타국의 권리

가 공존하는 특유한(sui generis 법체제가 되었다) .1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존재하는 타국의 권리에는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 항공기 해저전선 관선의 운용 둥과, , ,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

용의 자유가 있다.14) 문제는 전통적 해양강국인 미국의 경우 군사 활동의 자

유 중 특히 군사훈련이나 군사측량을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해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년 에들어미국의정찰기나함선이중국의 배타2000

적경제수역에서 정찰활동을 하는 일련의 유명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는데,

표적인 사건으로는 년 사건 년 호 사건 년2001 EP-3 , 2003 Bowditch , 2009

호 사건 등Impeccable 15)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권리가 공존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의 권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물.

론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59 “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형평 을 기준으로(equity)”

제시16)하고 있지만 해양경계획정과는 달리 여기에서의 형평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한 선례를 찾기 어려워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13) 따라서 모든 해양법학자들은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성격을 특유하다(sui generis 라고 묘사하고)

있다.

14)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참조58 .

15) 이 사건의 안보적 함의에 해서는

참조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 world/war/south-china-sea-2009.htm .

16)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이 협약에 의하여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연안국이나다59 “

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

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

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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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의 고민은 특히 군용 정찰기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여 년 월 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동중국해에2013 11 23

서 심각한 지정학의 부활을 예고하 다.17)

평 쟁해결 엔해양 약.Ⅲ

분쟁은 종국적으로 해결 을 꾀할 수도 있지만 관리 할 수(resolve) (manage)

도 있다 해결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관리를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정책.

결정자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지정학적 상황에서 강 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

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이 고조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중국과 일본의 국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적 논리로는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승리의.

조건을 찾기가 곤란하며 결국은 갈등을 지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여 갈

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특히 상 적 약소국이 강 국에 해

항할 수 있는 방법 중 주요한 방법이 바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 즉 국제법에

기초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다 해양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을 국제해.

양법이라 할 경우 국제해양법의 주요 법원 중 하나가 바로 한중일 국이 모두3

당사국인 년 유엔해양법협약이다 이하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와1982 .

수단에 해 먼저 논의한 다음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특히 앞서 제시한 해양경,

계획정에 관한 분쟁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의 경우 관

련 조문이 해결의 기준으로 모두 형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이 어떤“ ”

의미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쟁 평 해결 수단1.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우선 정치적 해결 준사,

17)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한 구체적 내용에 해서는 예를 들어 졸고 중국, “

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ADIZ) , STRATEGY 21 17 1 33” ｢ ｣

여름 참조(2014 ), pp.148-177 .



동 아시아에 지 학과 엔해양 약 신창훈/ 43

법적 해결 및 사법적 해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엔헌장 제 조 항과 제 조. 1 1 2

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3

결할 것을 요구하여18)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회원국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장은 나아가 제 장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 6

고 있으며 특히 제 조 항은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교섭 심사 중개, 33 1 ㆍ ㆍ ㆍ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을 예시하고 있ㆍ ㆍ ㆍ

다 교섭은 흔히 정치적 해결수단으로 분류하며 분쟁당사국이 직접 분쟁을. ,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심사는 사실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 자에게. 3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분쟁은 때로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매커니즘이

다 중개와 조정은 제 자가 개입을 하지만 중개의 경우에는 개입도가 가장 낮. 3

은 것으로 장소제공이나 만남 주선의 의미밖에 없는 반면 조정의 경우는 제, 3

자의 개입도가 중개보다는 높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만 이 해결방안은 양 당

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권고에 불과한 방식을 의미한다 중재재판은 흔히 준사.

법적 해결 방식이라 부르는데 사법적 해결과 함께 제 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3

는 결정을 내리고 당사국은 이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분쟁해결방식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기관과 약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추후 제.

시할 지역협정과 지역분쟁해결절차 및 매커니즘 창설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교섭 중개 및 조정은 경우에 따라 반드시 법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 즉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므로 흔히 정치적 해결이라고 한다 그. .

러나 중재와 사법적 해결은 분쟁에 법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약소국의 경우.

때로는 정치적 해결방식보다는 사법적 해결방식이 유리하고 바람직할 수 있

다는 평가는 교섭 중개 및 조정의 경우에는 힘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18) 유엔헌장 제 조 항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한 위협의 방지 제거1 1 ,“ ㆍ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ㆍ

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제 조 항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2 3” “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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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해양 약상 쟁해결 평2. : (equity)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을 둘러싼 분쟁의 유형은 1)

도서 유권 분쟁 해양경계획정 및 항행의 자유의 범위에 관한 분쟁으, 2) 3)

로 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서 유권에 관한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 도.

서와 관련해 정의 규정과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다 협약 제 조. 121 19)가 바로 섬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즉 육지는 바다를 지배.

한다는 법원칙에 기초하여 육지 토로서의 도서섬가 어떤 조건하에서 해( )

는 물론 다른 관할수역을 보유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선결문제로 분쟁도서의 유권 귀속문제가 다른 국제법에 의해 해결되면

그 도서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에서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해양에서 두 번째 분쟁유형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륙붕의 관련 조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먼저 해의 경우 제 조에서 중간선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15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0) 즉 해는 토적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륙붕과는 달리 주권적 권리(sovereign

가 아니라 완전한 주권 이 미치기 때문에 주권평등의 원rights) (sovereignty)

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은 바로 중간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중간선을 원칙

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간선이 해안선이 오목하여 평등을 왜곡하.

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 이 존재(special circumstances)

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섬제도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일 때에도 수면121 1. ,“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

제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륙붕은 다른2. 3 , ,

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3.

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20)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15 “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해를 확장할 수 없

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 ,

의 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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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륙붕의 경우에는 제 조 항과 제 조 항74 1 83 1

에서 각기 합의를 통한 형평한 해결 을 시종일관 요구하고(equitable solution)

있다.21) 여기에서 형평은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그 개념이 명확하게 발“ ”

전해온 것이다.

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년 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개1958 2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륙붕의 연안을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opposite)

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국가에 속하는 륙붕의 경계는 당해 국가 간(adjacent)

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향국의 경우에는 중간선의 원칙 인접국의 경우에는 등거리선의 원칙에,

의한다고 하여22) 지금의 해경계획정과 유사한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

를 획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년 북해 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1969 (ICJ)

는 년 륙붕협약 제 조가 관습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설시하면서 각국1958 6

의 육지 토의 자연적 연장을 구성하는 륙붕의 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관습법상의 경계획정의 원칙

은 형평의 원칙임을 확인하 다.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관습법상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은 이후 년 유엔1982

해양법협약체제에도그 로반 되어 륙붕의경계획정에관한규정인 년1982

협약 제 조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인 년 협약 제 조83 1982 74

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형평의 원칙은 특히 륙붕의 경우 년1982 1958“ ”

륙붕협약상의 등거리선중간선 특별한 사정이라는 공식을 관련 사정들 간( )+“ ” “

의 비교형량 이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balancing) .”

그런데 이러한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범주인 관련 사정(relevant“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해서도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circumstances)”

21)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항 제 조 항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74 1 , 83 1 “

타적경제수역 륙붕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조에/ , 38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2) 년 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 조 참조195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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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립되어가고 있다.

년 북해 륙붕사건을 계기로 국제관습법상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은 모1969

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는 형평의 원칙임이 확인된 이

후부터 국제재판소는 관련 사정 의 범주를 탄력적(relevant circumstances)“ ”

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다만 그 범주가 지나치게 확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제재판소는 해석론상 제한을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마련

하 다 특히 단일경계선의 획정과 관련이 있는 메인만 사건에서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관련 사정을 판단한 바 있다.23) 나아가 년 기니아 기니아 비소1986 / -

중재사건에서는 사정 을 불확정 혹은 변화하는 사정과 구적(circumstances)

사정으로 구분하여 구적 사정만을 관련 사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요인

과 같은 불확정 혹은 변화하는 사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

다 또한 안보요인과 관련하여 국제재판소는 잠재적 관련 사정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여 사정의 잠재성과 관련성을 평가하는 두단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관련 사정의 범주의 지나친 확 를 방지하고자 한 바 있다.24)

이러한 판례 경향과 국가들이 사건에서 원용하는 관련 사정의 예를 종합해

보면 특히 국제재판소에서 관련 사정으로 당사국에 의해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안의 구조 해안선의 길이 섬의 존재 등과 같은 지리적 요인은 물론, ,

지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요인 등이 있으며 자원의 단일성 국가행위 안보요, , ,

인 등도 사안에 따라 자주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국제재판소의 평.

가는 사안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해결의 기초가 되는 형평이라는 기준은 국“ ”

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범주와 내용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이 해결의 의지만

있으면 교섭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재판소에 부탁해서 하든 관련 국제법의 적

용을 통해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서의 상공 비행 및 항행의 자유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충돌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 조에 따른 해석의 문제가 될 경우 해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59 .

우선 미국과 같은 전통적 해양강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측량 및 정

찰을 비롯한 군사활동을 제 조중 특히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포함된58

23) 년 메인만 사건 예를 들어 지리적 요소를 강조한 참조1984 , para. 59 .

24) 년 기니아 기니아 비소 중재사건 참조1986 / - , para.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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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제 조 즉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59

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에 관한 조문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그.

러나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제 조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본다하더라59

도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

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

로 항행의 자유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 비추어 양보가 불가능한 이익이라

는 점을 주장한다 문제는 설사 이러한 마찰이 제 자 기관인 사법적 해결을. 3

시도한다 하더라도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판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 결국 형평의 의미도 불명확하며 심지어 고려해야 할 모든 관련 사정이. ,

무엇인지도 불명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 로 기능하기

곤란해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형평을 과연 국제법의 법원과 등가되는 것으.

로 보기에는 더더욱 곤란하므로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상황변화는 이렇게 명확한 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중국의 동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의 해석과 관련해 다소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는 측면도 보인다.

미국 토인 괌과 하와이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년 군사정찰을 시2012

도한 바 있다.25) 이는 중국의 군사력이 장래에 급격히 증 되어 지역분쟁에서

갈등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법적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상.

적 열세를 극복하기 힘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예의주시

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한 해석과 기준에 해 명확한

입장을 세워놓고 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5) Kimberly Hsu and Craig Murray, China s Expanding Military Operations in Foreign’

참조Exclusive Economic Zones (19 June 2013),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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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시아에 차 한계.Ⅳ

동북아시아 국가인 한중일이 사법적 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관련국제재판소의관할권성립에 해이해할필요가있다 일반.

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재판소의 경우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함

으로써 재판소의 관할이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내재판소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우선 중재재판의 경우에는 중재 부탁합의라는 콩프로미(compromis)

를 체결해야 하므로 합의에 의해 관할이 성립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의 경. (ICJ)

우에도 주권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쟁당사국이 제소 합의26)를 하는 합의관

할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조 항이. 36 2

라는 선택조항에 따라 선언을 한 국가들 간에는 일방적 제소를 예외적으로 허

용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관할이라 부른다.27)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조 항상의 조약의 해석에 관한(ICJ) 36 2

문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야 재판소의

관할이 성립한다 다만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 고 한중일 모. ,

두는 동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제 부에15

두고 있다 우선 동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국.

은 제 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제1) 6 , 2) , 3) 7

부속서에따라구성된중재재판소 제 부속서에규정된하나또는그 이상의, 4) 8

종류의분쟁해결을위하여그부속서에따라구성된특별중재재판소중하나또

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28) 포럼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

다 그런데흥미로운점은동협약상의관할성립은사법적분쟁해결의효율성을.

26) 국제사법재판소 는 이러한 제소합의를 특별협정 이라 부른다(ICJ) (Special Agreement) .

27)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조 항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36 2 “

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

한 특별한 합의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

28)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항28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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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일방적 제소즉 강제관할을원칙으로 하고있다는 점이다 다만 강.

제관할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29)와 특정의 경우 강제관할을 선택적으로 배제

하는 선언을 협약 당사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30)을 택하고 있다.

년 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한국이 주장하고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2006 4

을 포함하는 수역에서의 조사계획을 국제수로기구 에 통보함으로써 야기(IHO)

된 한일간의 갈등31)에 한 응책으로 한국은 협약 제 조 항에 의거하여298 1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어업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 ,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등에 관해 강제관할을 배제

하는 선언을 년 월 일 유엔에 기탁한 바 있다2006 4 18 .32) 중국 역시 년2006 8

월 일 동조항에 기초한 선언을 유엔에 기탁하 다25 .33) 결국 한국과 중국의

선택적 배제선언의 결과 한중일간에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상 로 일방적으로 분쟁해결 포럼에 제소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

어 버린 것이다 이는 오로지 제소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법적 해결.

방식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데 강제관할의 성립이 불가능한 분쟁의 범주

로는 협약 제 조 항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 특히 해양경298 1 (a), (b), (c)

계획정과 어업에 관한 분쟁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동북아시아 해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쟁이 강제관할 성립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분쟁당사국.

이 합의할 경우에는 사법적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

성이 경험칙상 적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유용한 분쟁해결의 옵션 중 하나를

자신의 의사로 배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선택적 예외는 절차법적 측면에.

서 분쟁의 해결을 지연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절차법적 측면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이러한 절차법적 한계에도 불구

29)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절 적용의 제한297 2 .

30)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298 2 .

3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졸고 일본의 동해 측량 조사계획 사건에 한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 / ,“ ”

제법연구 권 호 참조13 1 (2006), pp.113-189 .

32)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 제 조 항에 따라 한민국은 협약 제 조 항 및 호에서 언급된 분쟁의298 1 298 1 (a), (b) (c)

모든 범주와 관련하여 협약 제 부 절에서 규정된 여하한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다15 2 .

2.현 선언은 즉시 발효한다.

3.현 선언의 어떠한 것도 협약 제 조에서 언급된 재판소나 법정에 해 타국간의 여하한 분287

쟁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민국의 권한을 해하지 않

는다.”

33) 중국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협약 제 조제 항 호. 298 1 (a) (b)“ ㆍ

호 및 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 부제 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c) 15 2

하지 아니함을 협약 제 조에 따라 선언한다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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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정국에 해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오해하여 비난하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

우 강제관할이 예외적이며 이러한 강제관할을 선택조항에 따라 미리 선언하,

여 자신에 해서는 일방적으로 제소해도 좋다는 점을 수락한 국가는 국제법

을 잘 준수하는 국가라는 평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법의 지배. (rule of law)

를 강조할 경우 절차법의 엄격한 준수도 법의 지배를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이

기 때문에 강제관할을 배제하는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제법 준수의 의지와,

능력이 낮다고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중국이 분쟁해결.

과 관련해 강제적 사법적 판단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하여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제재판소의 회부를 수락

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법학적 관점에서는 절차법적 측면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참고로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 ,

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협약 제 조 항에 따라 강제관할을 배제하는 선, , 298 1

언을 한 바 없다 따라서 남중국해 역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을 상.

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역내국간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택한

포럼에 자유롭게 타방 당사국을 상 로 분쟁을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구

조이다 이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경우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은 일본을 제외하.

고 강제관할 배제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간은 물론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을 상 로 일방적으로 선택한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나 중국이 강제관할 배제선언을 하지 않은 일본에

해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일반국제법은 상호주의?

를 적용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의하면 일본을 일방적으로 제소하려면 일본을.

상 로 하는 타방 당사국도 강제관할 배제선언을 하지 않은 국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국제법상의 상호주의는 바로 협약 제 조 항에서 제 항에 따라298 3 1“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을 상 방으로 하는 분쟁으로서 제외된 분

쟁의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그 다른 당사국의 동의없이 이 협약의 절차에 회

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성문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제 조 항에. 298 1”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분쟁과 관련하여 강제관할 배제선언을 하 기 때문

에 배제 선언을 하지 않은 일본을 상 로 일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없게 되었다 해양경계획정이나 어업문제에 관한 분쟁은 일본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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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본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 제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에 해 혹자는 한국과 중국은 소송문화에 익숙치 않다기 때문

이라는 평가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분쟁의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분쟁(WTO)

의 경우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접

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이행한 강제관할 배제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철회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 아시아에 지역 규 필 과 한계.Ⅴ

지역 규1.

국제법에 있어서 지역주의 에 한 논쟁은 세계무역기구(regionalism) (WTO)

에서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논의의 주된 목적은 과연 지역협정이 세계무역.

기구라는 다자체제의 예외로서 다자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저해

되느냐에 한 현실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다수의 학자에 의해 결국.

지역협정이 다자체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권장되고 있으

며 어떤 학자들은 지역협정이 파편주의를 넘어 일관성있는 적용에 도움을 주,

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적도 있다.34)

국제법의 파편주의 를 상세하게 연구했던 고스게니에미(fragmentation)

는(Koskenniemi) 지역국제법을 보편적 국제법규에 한 지리적 예외를 추구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경우 두가지 규범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5) 즉 지리적으로 유효한 역을 지닌 규칙이나 원칙이라는 측면과 보편

34) Baldwin and Carpenter, Regionalism: moving from fragmentation towards coherence , in“ ”

T. Cottier and p.Delimatsis,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From

Fragmentation towards Coherence 참조(2011), p.136 .

35) M. Koskenniemi,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 ILC, A/CN.4/L.682 (13 April 2006),”

참조para. 211, pp.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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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칙이나 원칙의 유효성에 한 지역적 한계라는 두가지 측면을 제시하

다. 그는 나아가 전자는 해당 규칙이나 원칙이 특정지역의 국가에 해서만 구

속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특정 지역의 국가는 보편적 규,

칙이나 원칙의 구속력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

자는 그 지역의 역내국가에만 적용되는 지역법의 창설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

편국제법이 특정지역의 역내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규범적 측면을 적용해보면 적극적으로는 한중일,

이 한중일의 해양문제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역해양법협약에 합의하는 것이

며 이는 보편국제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으로는 보편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정 조.

문이 동북아시아의 한중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특정 조문을 체하는 지역관습법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

다 이러한 지역관습법을 특별관습법 이라 하는데 특별관습법. (special custom)

은 인도통행권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양자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36) 이는 주요 행위자의 수가 적은 동북아시아에서도 관습법의

요건인 관행과 법적 확신이 충족될 경우 그 지역에 특수한 특별관습법이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지역협정이 체결되지 않.

더라도 보편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정조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특

별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역내.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할 수도 있고 보편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정 조문의 적용을 끈질,

지게 거부함으로써 그 지역의 역내국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관습법을 형성하여

특정조문의 적용을 궁극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후자와 관련하여.

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무해통항권제도와 관련하여 안보적 이유로 군함에

한해 사전통고제도를 운 하는 지역 특유의 특별관습법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6) 특별관습법에 관해서는 Anthony DAmato, The Concept of Special Custom in International’ “

참조Law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Scholarly Commons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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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시아에 특수한 지역해양 필 과 한계2.

해양법의 문제로 돌아오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이

적극적으로 지역해양법협정을 체결하여 한중일에만 적용되는 지역해양법 규

범을 창설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는 법적 확신을 얻을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일관성있는 관행을 견지하여 보편해양법질서인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정 의무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관습법을 형성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지역에 특유한 해양법질서가 한중일 사이에 필요한 것

인가이다 더구나 특별관습법의 경우 관습법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단순한 사.

실에 불과한 관행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의무위반과 일관성있는 관행사이에 어떠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지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필요성의 질문과도 직접적인 연관.

이 있다.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히 소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배제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의무의 성격이 역내국의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특

별관습법 형성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규창설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역외국의.

이익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역외국이 당사국인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

내지 일반국제법상의 권리가 특정 지역에서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물론 지역해양법은 역내국에게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창설.

된 해양법을 가지고 역외국에게 항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

다 그러나 문제는 역외국의 이해관계가 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유.

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지역협정의 존재는 상시적으로 그 역외국에 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역내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해양법이 필요한 경우는 보편.

해양법상의 권리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의무의 기준이 보다 엄격한 범위

내에 있어야 보편해양법상의 권리침해나 의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협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해양환경보호나 지속

개발이 가능한 어족자원의 보존조치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지역협정의 탄생을 예정해 볼 수 있다.

필요성의 또 다른 측면은 지역적 협력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의 지

역협정 탄생을 예정해 볼 수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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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지역협력절차와 메커니즘의 형성을 위한 지역

협정의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극적 규범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특별관습법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유엔해

양법협약상의 권리침해와 의무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필요성의 측

면에서도 권장할 수 없는 방안이다 따라서 의무위반 내지 권리침해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습법의 형성이라는 방식보다는 지역협

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이라.

는 폐단을 방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역 쟁해결 차 매커니 창3.

필요성의 측면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적극적으로 지역협정을 체결하든,

소극적으로 지역에 특유한 특별관습법을 형성하든간에 파편화 현상을 방지하

고 보편해양법질서에 기여하는 지역해양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질서가

다자 및 보편질서와 목적을 같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협정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보편질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협정의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시아에는 주요 행위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을 뿐

만 아니라 분쟁의 종류와 성격도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역.

해양법의 새로운 창설을 시도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적극적 방법이든 소극적

방법이든 유용성을 찾기가 곤란하다 더구나 지역의 특성을 반 하기 위해서.

는 지역을 구성하는 역내국이 해양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동류국

가 이어야 하지만 전통적 해양강국인 일본과 과연 한국(like-minded State) ,

중국이 비록 해양강국을 모두 국가의 미래 목표로 삼고 있지만 동류국가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지정학적 립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어떤 지역.

보다 이질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특수한 분쟁해결절차와 매커니즘의 창설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더구나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

다 거 하기 때문에 사법적 해결의 방식이 강제관할 배제선언으로 인해 봉쇄

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써 불리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년 선언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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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는지에 한 엄 한 평가도 필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은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매커니즘을 합의하는 지

역협정의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와 매커니즘을 통해 장.

래의 분쟁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역시 이를.

위한 지역협정의 창설을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 활용해보는 방안

도 고려해야 한다.37)

결.Ⅵ

동북아시아의 지역 안보적 상황을 평가해 보면 타지역과는 조적인 특색

이 존재한다 우선 냉전의 종료로 다수의 국가는 총칼을 들고 싸우기 보다.

는 경제적으로 립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끊임없이 군비경쟁이 이루,

어지고 있다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와 역사수정주의의 발호로 여전히 국가 중심적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에 해당하는 해역은 폭이. 400

해리를 넘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국가들이 해양경계선이라는 선으로 접해야 하

는 지역이다 모든 국가가 교역을 통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해로의 안전을 확.

보하는 것은 공통의 핵심이익이 되었지만 상호간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지정학이 부활하 지만 토분,

쟁이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 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 사고가 부

정적으로 부활할 수도 있는 뇌관과도 같은 지역이다 더구나 양자관계는 물론.

삼자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에서 동북아시아에서는 규범적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

리를 보다 높은 기준으로 보장하고 의무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행하는 지

37)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일반협정 지역협정 양자협정상의 의무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282 , , “

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들이 일반협정 지역협정 양자협정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ㆍ ㆍ

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있는 결정을 초래하는 절차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

한 경우 그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에 규정된 절차 신 그 절차가 적용,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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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삼국간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

황에서 이러한 지역해양법협정의 체결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판단이 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지역협정의 체결은 바로 신뢰.

구축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창설하는 지역협정의 체결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특히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충.

돌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차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에야 구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의무를 규정한 지역협정의

체결을 향한 점진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가들간에 미결의 유권분쟁이 존재하고 해양경계획정

이 제 로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타방국가에 해 현상을 변경

하려는 시도는 설사 이것이 국제법에 기초한 행위라 하더라도 타국에 해서

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법에 기초하지 않은 행.

위는 더더욱 위험하다 국제법에 기초한 행위라 하더라도 자국의 일방적 해석.

에 기초할 경우 분쟁과 갈등을 항상 발생시키고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

칙에 기초하여 이렇게 갈등이 항상 현시되어 외부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

황에서 현상변경조치는 도발행위로 오해되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지정학적 사고의 부활로 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력.

을 통한 분쟁해결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도 분쟁을 무력으로 해

결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세력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학.

의 전략적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국제질서,

가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면 어느 국가

도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성과 평판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

정과 질서를 지향하는 국제법의 역할이 특히 물밑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 전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 법률전 가 한중일 삼국간에(lawfare)

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법률전은 순수한 법적 해석에만 의존하.

기에는 곤란하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을 둘러싼 미중간의.

립은 힘에 의해서도 다소 향을 받게되는 복잡한 법률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절 군사적 강국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군사활동의 법적 성격에 관해 냉철한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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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politics in East Asia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

Shin Chang - Hoon*38)

In 1996, China, Japan and the ROK all became the party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ince then, the

UNCLOS has been a fundamental basis for the resolution and management of

maritime disputes amongst them. However, there still remain acrimonious

disputes in the region. Resources nationalism and the revival of geopolitics

aggravates the disputes particularly on sovereignty over disputed islands,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legal nature of military activities in other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s. Under the circumstances, why have the

demands for the conclusion of a regional agreement been raised in this

region? A desirable regional agreement regarding ocean affairs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a universal

norm regarding ocean affairs. This paper will propose a desirable regional

agreement by adopting an incremental approach.

Key Words: Geopolitics, Law of the Sea, Northeast Asia,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Dispute Resolution, Dispu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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