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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러일전쟁의 결과 득세한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협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강취하여 한국침략의 법적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일본은 1905년에 “도근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침략하고,
1909년에 “일중도문강만한계무조관(日中圖們江滿韓界務條款)”(이하 “간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한국의 영토인 간도를 청국에 할양하였다.

외교권을 일본에

강취당한 한국은 청국에 대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외교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에 의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됨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한은 북한지역에 인접한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고 중국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재차 잃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기는커녕
1962년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경계선을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변계(邊界)조약” (이하 “조중
국경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거 백두산 천지의 일부는 물론
이고 간도도 중국의 영토로 법적으로 확정되고 말았다.
장차 남북한이 통일되어 통일한국의 실현으로 북한이 소멸되게 될 경우에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은 소멸되어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한국에 동 조약이 승계되어 계속효력을 갖게 되어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간도가 국제법상 통일한국의
영토로 될 수 있다는 법논리적 실증적 검토를 해보려는 것이다.
이하 (ⅰ) “조중국경조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하고, (ⅱ) 국가승계와 조약
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한다. 그리고 (ⅲ) 동서독 통일의 경우 국경선조약의
승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한 다음, (ⅳ) 이를 기초로 “조중국경조약”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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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승계에 관해 논급하며, (ⅴ) “조중국경조약”은 당연히 통일한국에 승계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려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몇 가지 대정부 정책대안을 건의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자연법론을 지양하는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법해석논적 접근과 입법논적
접근의 조화적 접근방식에 따라 lax lata 와 lex trenda 를 모두 조명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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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중국경조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조중국경조약의 체결
가. 체결배경
한반도의 북방경계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선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구한말 일제 침략에 의한 것이다. 러일전쟁의 결과로 득세한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강취하고 1907년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내정권을 탈취하여 한국침략의
법적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일본은 1905년 “도근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침탈
하고, 만주침탈의 야욕을 갖고 중국으로부터 만주철도부설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한국의 영토인 간도를 일본에 할양하는 내용의 “간도협약”을 1909년 9월 4일에
체결했다. 동 협약은 조선과 중국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선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 후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국권을 일본에 박탈당한 한국은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었고, 일본의 통치와 교육 아래 우리는 한국영토의 북방
한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고정
관념으로 형성되고 말았다. 일본이 한국(타국)의 영토를 임의로 중국에 할양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간도협약”에 의해 중국에 이양된 간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여 참전했다. 1962년 북한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백두산을 분할하여 간도와 함께 중국에 할양하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하는 “조중국경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간도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고 말았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평화공존
노선의 제시에 따라 1960년부터 중소분쟁이 표면화되게 되어 종래까지 소련과
중국에 대해 엄격한 등거리 외교 관계를 유지해 오던 북한의 대외정책은 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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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밀착되기 시작했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은 소련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서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1962년 쿠바사태에서 소련이 쿠바에 배치했던 대미요격미사일의 철수조치는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굴욕적 투항이라고 소련을 맹비난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상호 긴밀한 밀착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과 중국은 많은 조약을 체결
했으며, 그 대표적인 조약으로 1962년 1월 8일 평양에서 체결된 “상호물품 교환
의정서”, 1962년 6월 15일 북경에서 체결된 “과학협조협정에 따른 62년도 집행
계획서”, 1962년 9월 22일 북경에서 체결된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서”, 1962년 11월 5일 북경에서 체결된 “63년도 상호 물품 교환 의정서”,
그리고 1962년 11월 5일 북경에서 체결된 “63년-67년 상호주요물품 교환에 관한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나. 체결과정
한편 1959년 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겪으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몽고와
북한에 대해 국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면서 북한과의
국경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양국의 국경문제의 전면적 해결과 관련된 구체적 기술적 문제에
관해 1962년 9월 26일에서 동 년 10월 2일까지 양측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경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의 결과 동년 10월 3일에 양측 대표 단장 간에 “회담기요(會談
記要)”에 서명을 하였다. 이 서명은 북한 측 대표단장 외무성 부상 유장식(柳章植)과
중국 측 외교부 부부장 희붕비(嬉鵬飛)간에 있었다.
이 “회담기요”는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8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측의 총리와 수상의 서명
2. 압록강 하구의 강의 경계선
3. 압록강 하구 해역의 분계선
4. 압록강 하구와 해역에서 양측의 공동구역 설정
5. 국경하천 중 도서와 사주의 귀속
6.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면 공동 경계선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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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도제작
8. 국경연합위원회의 설치
1962년 10월 3일에 서명된 “회담기요”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자의 협의에 따라
작성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에 “조중국경조약”이 동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은래(周恩來)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간에 서명 되었다. 당시 주은래는 국무원 총리였고 김일성은
내각수상이었다. 동 조약은 극비리에 체결되어 그 구체적인 체결과정은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다.
동 조약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약은 비밀조약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며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동 조약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으나, 문화 혁명기에 반란파 혁명위원회에 의해 공개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 6월 길림성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은 “중⋅조, 중⋅
소, 중⋅몽 관계조약, 협정, 의정서 집성”을 비밀문건으로 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이 입수하여 2007년 12월에 번역 간행하여 한국 내에 동
조약의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2. 조중국경조약의 주요 내용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된 “조중국경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
동 조약의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국 간
역사적으로 내려 온 국경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국 간의 형제적 우의를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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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국제주의
전문은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국제주의 원칙에 근거하여...”라고
규정하여 (전단) 동 조약 체결의 이념적 근거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국제주의”에 두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2) 국경문제의 전면적 해결
전문은 “... 양국 간 역사적으로 내려 온 국경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라고 규정하여(중단) 동 조약체결의
목적이 “국경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협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어떠한 표현도 없다.
(3) 형제적 우의관계의 공고화
전문은 “...양국 간의 형제적 우의를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규정하여(후단) 동 조약 체결 후 외교 노선이 “형제적 우의의 강화”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대가 등의 구체적
표현은 없다.

나. 제1조 : 국경
(1) 백두산 천지의 국경선
제1조는 백두산 천지의 국경선에 관해 “백두산 천지에서의 국경선은... 서남단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의 대체적 중심점에서부터 동북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맞은 편 등성이의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 안부의 대체적인
중심까지이며, 그 서북부분은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분은 조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1항), 천지를 양분하는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다. 2520고지는 “재운봉”,
2664고지는 “옥주봉”, 2628고지는 “자하봉”, 2689고지는 “쌍무지개봉”을 각각
지칭한다.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천지의 국경선에 의해 천지의 53%는
북한에, 47%는 중국에 각각 귀속되게 되었다.1)

1) 양대언 외, ⌜조중변계조약에 따른 압록강·두만강 도서연구⌟ (서울 : 동북아 역사재단, 200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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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선
제1조는 천지 이남의 국경선에 관해 “천지 이남의 국경선은... 2071고지 동쪽의
압록강 상류와 지류가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까지이다.”라고 규정하여
(제2항) 압록강을 경계로 획정하고, “홍토수와 약류하가 합류하는 곳에서부터
조중국경 동단 종점까지는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제5항) 두만강을
경계로 획정하고 있다.
제1항에 규정된 천지의 경계와 제2항에 규정된 압록강 상류의 경계에 의해
천지를 중심으로 백두산의 2,500m이상의 봉우리 22개 중 조선이 주봉인 병사봉
(조선에서는 장군봉, 중국에서는 백두봉)을 포함하여 6개 봉우리를, 중국이 11개
봉우리를 각각 영유하고 나머지 5개 봉우리는 국경선에 걸쳐 있게 되었다.2)

다. 제2조 : 국경하천의 도서와 사주
(1) 정주, 경작 도서와 사주
제2조는 국경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에 내재하는 정주, 경작 도서와 사주의
귀속에 관해 “본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일방의 인민이 정주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도서와 사주는 해당국의 국토로 하고...”라 규정하여(제1항) 정주,
경작하고 있는 도서와 사주는 정주, 경작하고 있는 측의 국토로 확정했다.
(2) 정주, 경작 이외의 도서와 사주
제2조는 국경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에 내재하는 정주, 경작 이외의 도서와
사주의 귀속에 관해 “제 1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도서와 사주는 중국 쪽에 가까운
것은 중국에 속하고 조선쪽에 가까운 것은 조선에 속하며...”라 규정하여(제2항)
정주, 경작 이외의 도서와 사주는 그의 위치가 가까운 쪽의 국가에 귀속되게
되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위치한 도서와 사주의 수는 451개에 이른다.

라. 제3조 : 국경하천 폭과 귀속
(1) 국경하천의 국경의 폭
제3조는 국경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의 폭에 관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2) 양대언 외, 전주(1), p.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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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너비는 어느 시기든지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제1항
전단) 국경선을 국경하천의 중간선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하천 자체의 어느 시기
든지 수면의 폭으로 정하고 있다.
(2) 국경하천의 귀속
제3조는 국경하천의 귀속에 관해 “양국 간의 국경하천은 양국이 공유하고...”라
규정하여(제1항 후단) 국경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은 양국이 분할하여 각각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마. 제4조 : 국경연합위원회
(1) 국경연합위원회의 설치
제4조는 양국국경연합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본 조약 체결 후 즉시 양국국경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해 국경을 실지조사하고, 경계
팻말을 세우고, 국경하천 중의 도서와 사주의 귀속을 확정한 후, 의정서를 작성
하고 국경지도를 제작한다.”라고 규정하여(제1항) 양국국경연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2) 국경연합위원회의 임무 종결
제4조는 국경연합위원회의 임무 종결에 관해 “제1항에 언급한 의정서와 국경
지도는 양국 정부대표의 서명을 거친 후에는 곧 본 조약의 부속문건으로 되고,
연합위원회의 임무는 곧 종결된다.”라고 규정하여(제2항) 국경연합위원회는 의정
서와 국경지도의 제작 후 그 임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조중국경
의정서”는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중국 전권대표 진의(陳毅)와 조선 전권대표
박성철(朴成哲)간에 서명되었다.
요컨대, 동 조약이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규정하여 이
국경하천의 북에 위치한 간도는 중국에 귀속되어 “간도협약”이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귀속시킨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어이없이
한국의 영토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간도의 영토 주권을 중국에
양도해 버린 반민족적 행위를 범한 김일성을 제 2의 매국노라 비난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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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5조 : 비준과 양국국경에 관한 문건의 효력 상실
(1) 비준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여(제1단, 제2단) 동 조약은 북경에서 비준서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했다.
(2) 양국 국경에 관한 문건의 효력 상실
“본 조약체결 전의 양국 국경에 관한 일체의 문건은··· ‘회담기요’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조약 제4조에서 언급한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제3단),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1964년 3월 20일부터
“양국 국경에 관한 일체의 문건” 중에 “백두산정계비”가 포함됨은 물론이나 “간도
협약”이 포함되느냐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간도협약”은 조선(대한제국)과 중국
(청국)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청국)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동
협약을 그 체약 당사자가 아닌 조선(북한)과 중국이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조중국경조약과 간도협약의 관계”)하기로 한다.

3. 조중국경조약의 효력
가. 조선과 중국에 대한 효력
(1) 비밀조약으로서의 효력
“조중국경조약”은 동 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이 국내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조약(secret treaty)이다. 국제법상 비밀조약은 그 조약 자체 내에 또는 그 조약과
별도의 합의에 의해 그 조약의 존재(existence) 또는 실체(substance)를 타국과
공중에게 비밀로 하기로 합의한 조약을 말한다.3)
“조중국경조약”은 동 조약 자체 내에 양체약국이 동 조약을 공개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 “회담기요”와 “조중국경의정서”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 조약은 동 조약, “회담기요”, 그리고 “조중국경의정서” 이 외의
별도의 합의로 동 조약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3) Kar; Zemanek, “Treaties, Secret,” EPIL, Vol.7, 1984, p.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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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가 서면으로 되었는지 구두로 되었는지 그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동 조약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는 조선과 중국의 당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과정에서 혁명세력에 의해 공개된 것이므로 동 조약의
비밀조약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밀조약은 국제 관습상 금지되지 않으며,4) 또 “국제연합헌장”상에서도 금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5) “조중국경조약”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약인 것이다.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고(“조약법 협약” 제26조), “약속은 지켜야 한다.”
(pacta sunt serevanda)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승인되어(universaly recognized) 있으므로
(“조약법 협약” 전문 제3항)6) “조중국경조약”은 그 당사국인 조선과 중국을 구속
한다.
요컨대, 동 조약은 비밀조약이지만 동 조약의 당사국인 중국과 조선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미등록조약으로서의 효력
“국제연합헌장”은 조약의 등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은 조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또한 사무국에 의해 공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여하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이나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제102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요하는 조약과 등록된 조약의 효력에 관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동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조약”은 다음과 같다.
(ⅰ) “국제연합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1945년 10월 24일 이후에 체결된
조약
(ⅱ)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한 조약.7)
(ⅲ) 명칭, 형식, 내용을 불문한 모든 조약

4)
5)
6)
7)

Meinhard Schroder, “Treaties, Validity,” EPIL, Vol.7, 1984, p.513.
Zemanek, supra n.3, p.506.
Manfered Lachs, “Pacta sunt serevanda,” EPIL, Vol.7. 1984, p.369.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가입 이후에 체결된 조약만 등록의 대상이
된다(Micheak Brandon, “The Validity on Non-Registerd Treaties,” BYIL, Vol.29, 1952,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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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동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ⅰ) 체약당사국이 그 조약을 국제연합의 기관(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원용할 수 없다.8)
(ⅱ) 국제연합의 기관은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있다.9)
(ⅲ) 위 첫째에 제시된 등록을 요하는 조약이 아닌 조약은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체약당사국이 그 조약을 국제연합의 기관에 원용할 수
있다.10)
“조중국경조약”은 등록을 요하는 조약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ⅰ) 등록을 요하는 조약은 1945년 10월 24일 이후에 체결된
조약임을 요하는 바, 동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에 체결된 것이므로 등록을
요하는 조약이다. (ⅱ) 등록을 요하는 조약은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임을
요하는 바, 조선은 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중국은 1971년 10월
25일에 국제연합에서 대표권을 승인 받았으므로11) 동 조약을 체결한 1962년 10월
12일 당시 조선과 중국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동 조약은 등록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다. (ⅲ) 등록을 요하는 조약은 명칭, 형식,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조약임을 요하는 바, 동 조약은 등록을 요하는 조약이다. 결국 동 조약은
상기 (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조약이다. 그리고
동 조약은 조선에 의해서도 중국에 의해서도 등록되지 아니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조약은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국제연합의 기관에 원용할 수 있으므로, 동 조약은 등록되지 아니 했지만 조선도
중국도 동 조약을 국제연합의 기관(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원용할 수 있다.
요컨대, 동 조약은 등록되지 아니했지만 조선도 중국도 동 조약을 국제연합의
기관(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 조약에 의해
8) Ibid. 192, 203-204.
9) Ibid ; L. M. Goodrich, E. Hambro and A. P. Sim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3rd e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157.
10) Brandon, supra n. 7, pp.203-204 ; H.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Prdeger,
1951), p.723.
11) 대륙중국은 1971년 10월 25일에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로 국제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원 가입국인 중국의
대표권을 인정받은데 불과한 것이지만(GA/Res. 2758(XXVI)) 그 이전에 대륙중국은 등록할 수 있는 실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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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영유권이 중국에 양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조선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
(1)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
조약은 제3자에 대해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조약법 협약” 제34조).
“조약은 제3자를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 는 원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어 있다.12)
따라서 “조중국경조약”은 동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조선과 중국에 대해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양도한 동 조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정통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효력
1962년 “조중국경조약”을 체결할 당시 동 조약의 일방체약당사자인 중국(중공)
정부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였고 타방체약당사자인 조선(북한)정부도 지방적
사실상 정부에 불과했으므로 이들 지방적 사실상 정부 간에 체결된 동 조약은
정통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이론상 주장할 수 있다.
(ⅰ) 분단남북한의 경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62년 동 조약이 체결될
당시 조선(북한)정부는 지방적 사실상 정부(de facto local government)에 불과했고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1948년 12월 12일의 총회의 “결의 제195(Ⅲ)조”에 근거
하여 비합법적 정부(unlawful)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1991년 북한이 남한과
공동으로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1991년 이후에는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ⅱ) 분단중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62년 동 조약이 체결될
당시 대한민국은 대만중국정부를 정통정부로 보아 외교관계를 유지했고 대륙중국
정부를 지방적 사실상 정부로 보았고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1971년 10월 25일
총회의 “결의 제2758(ⅩⅩⅥ)호”에 의거 대륙정부가 국제연합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12) Ian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dties, 2nd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99 ; Hans Balireich, “Treaties, Effect on Third States, “EPIL, Vol.7, 1984,
pp.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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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기 이전까지 사실상 불법정부로 보았으나 1971년 이후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공동선언”이후 대한민국은 대륙중국정부를 더 이상 중국의 지방적
사실상 정부로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 대한민국은 동 조약이 지방적 사실상 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이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4. 조중국경조약과 백두산정계비 및 간도협약과의 관계
가. 백두산정계비와의 관계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는 조선(이조)과 중국(청국)간의 국경조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한 1885년의 “을유감계”와 1887년의 “정해감계”가
조선과 중국 간의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해석회담이었으므로
당시 조선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본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백두산정계비”의 일방 체약당사자인 중국(청국)과 1962년의 중국(대륙중국)이
국가로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또 타방 체약당사자인 조선(이조)이 1962년의
조선(북한)이 국가로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백두산정계비”의 양 체약
당사자와 “조중국경조약”의 양 체약당사자는 동일한 것이므로 “백두산정계비”와
“조중국경조약”의 관계는 당사자가 동일한 선조약과 후조약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내용의 저촉문제 당사자가 동일한 선후조약의 내용의 저촉문제(예컨대 A와 B가
체결한 선조약 X와 A와 B가 체결한 후조약 Y의 저촉문제)이므로 이 저촉의
해결은 “신법우선의 원칙”(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므로13)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 “조중국경조약”의 내용이 저촉될 경우 신법인 “조중
국경조약”이 구법인 “백두산정계비”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조중
국경조약” 제5조의 “본 조약체결전의 양국국경에 관한 일체의 문건은 ···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제3단)은 당연한 “주의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즉 동
제5조의 규정이 없어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백두산정계비”는 “조중국경
13) W. Karl, “conflicts between Treaties,” EPIL, Vol. 7, 1984, p.469 ;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 Holt, 1967), p.502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서울; 박영사.
1996),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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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조선(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백두산정계비”에 규정된 “동위토문”
(東爲土門)의 “토문”이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을 뜻하느냐 두만강을 뜻하느냐의
논쟁은 종료된 것이다.

나. 간도협약과의 관계
1909년의 “간도협약”의 일방체약당사자는 중국(청국)이고 타방체약당사자는
일본이며 한국(대한제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간도협약”은 한국에 대해 무효이다. 그러나 이 무효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ⅰ) 동 협약 체결당시 일본은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에 의거 한국에 대한 외교권을 갖고 있었으나 동 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 무효이므로 무효인 동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이 체결한
동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동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대리인(보호자)로서 체결한다는 현명(顯名)(예컨대,
“대한제국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한 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 협약의 직접
당사자인 것이지 대한제국의 대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을사보호조약”의
유효여부는 동 협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ⅱ)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무효”는 1910년부터 무효라고 주장
한다. 일본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일본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간도협약”을 체결한 1909년 당시 “을사보호조약”은 무효가 아닌 것이므로 “을사
보호조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둘째로, “간도협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할 경우, 동 협약의 일방체약
당사자는 일본이고 타방체약당사자는 중국(청국)이고, “조중국경조약”의 체약
당사자와 동 조약의 체약당사자는 중국만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후 조약의 일방
체약당사자는 일치하나 타방체약당사자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저촉문제
(예컨대, A와 B가 체결한 선조약 X와 A와 C가 체결한 후조약 Y의 저촉문제)로
이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Austro-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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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Regime Case (1931)에서 후조약이 무효⋅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4)
이 판결에 따르면 “간도협약”이 유효한 것이고 “조중국경조약”이 위법⋅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조중국경조약” 제5조의 “본 조약체결 전의 양국
국경에 관한 일체의 문건은 ···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제3단)은 조선
(북한)과 중국 간에만 의미를 갖고 조선(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요컨대, “조중국경조약”은 “간도협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5. 백두산과 간도의 영유권 회복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조중국경조약”에 의해 한국의 영토인 간도는 중국에 귀속
되고, 동 조약이 비밀조약이지만 이는 조선과 중국 간에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으며, 조선과 중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동 조약을 체결하여
동 조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등록되지 아니했어도
중국은 동 조약을 국제연합기관(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원용하여 간도의 영유
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 조약의 제3자인 대한민국은 동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 조약에 의해 조선이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이양한 효력을 사실상 부인⋅저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정통 정부,
즉 중앙적 법률상 정부(central de jure government)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지방적
사실상 정부(local de facto government)인 조선과 체결한 동 조약은 무효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은 한국의 정통정부를 조선정부로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동 조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으로부터 회복
할 방안이 있다. 이는 남북통일 이후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남북통일은
(ⅰ) 남한에 북한이 흡수되어 북한은 소멸되고 남한은 그대로 존속하는 “대한민국
병합(annexation)통일”, (ⅱ) 북한에 남한이 흡수되어 남한은 소멸되고 북한은
그대로 존속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합(annexation) 통일” 그리고 (ⅲ)
남한도 북한도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통일국가로 합병되는 “남북합병(amalgamation)
14) PCIJ, Series A/B, No.41, 1931, p.37; 김명기, 전주13,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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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북한이 소멸하는 형태는 (ⅰ)과
(ⅲ)의 두 형태이다. 이 두 형태의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동서독통일 이전에 동독과 폴란드는 1950년 7월 6일 국경
조약(Gorlitzer Vertrag)을 체결한 바, (ⅰ) “동서독통일조약”은 동독이 제3국과
통일 전에 체결한 조약의 효력은 통일독일과 제3국의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제11조), (ⅱ) 동 조약의 규정에 따라 1990년 11월 14일 통일독일과 폴란드
간에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국경문제를 해결했다.15)
한국의 경우도 상기 (ⅰ)과 (ⅲ)의 형태로 통일할 경우 통일조약에 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의 효력은 통일한국과 제3국이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동 규정에 따라 통일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15) Joch Ab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JIL, Vol. 186, p.p.157-61.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105

제3장 국가승계와 조약승계의 일반적 고찰

1. 국가승계
가. 국가승계의 개념
(1) 의의
국제법상 “국가승계” 또는 “국가상속(state succession)이란 일정한 영역에 대한
주권이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변경될 경우에 그 변경되는 일정한 영역에 대해
그 변경 전까지 주권을 행사하던 선행국(predecessor state)의 조약⋅국가재산⋅
문서⋅채무 등 기타의 권리⋅의무가 승계국(successor state)에게 승계 되는 것을
말한다.16)
국가승계의 의의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1978년의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은 “어느
영토에 대한 국제책임이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b)).
국가승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이태리 국가의 탄생, 폴란드의 분할,
대영제국의 확장, 미국의 발전에 의해, 그리고 20세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의 분열, 러시아 혁명에 의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수립, 최근에 식민지의
지위에서 독립한 다수의 신생국들의 탄생에 의해 문제화되었다.17) 특히 최근에는
독일⋅베트남⋅한국 등 분단국에서 문제되어 왔다.18)
16) D. P. OConnell, State Succession in Municipal Law and International Law, Vol. 1(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3 ; Mervyn Jones, “State Succession in the Matter of
Treaties,” B. Y. I. L., Vol. 24, 1947, p.360 ; Robert Jenning and Arthur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1(London : Longman, 1992), pp.208-09 ; Ceil J. B. Hurst,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Tort,” B. Y. I. L., Vol. 5, 1924, p.178 ; Wilfried Fiedler, “State Succession,”
EPIL, Vol.10, 1986, pp.446-47 ; Amons S. Hershey, “The Succession of State,” A.J.I.L., Vol. 5,
1911, p.285 ; V. Lowe, International Law(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69).
17) Ibid., pp. 447-48.
18) Ibid.

106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 국가계속과 구별
국가승계는 “국가계속”(continuity of states)과 구별된다. 국가계속이란 국가의
영역의 중요한 변경이나 정부형태의 주요한 변경이 있어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동일성(identity)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19)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승계는 국가계속과 구별된다.
(ⅰ) 전자는 국가 영역의 변경에 의한 것이나, 후자는 국가 영역의 변경
또는 정부의 변경에 의한 것이다.
(ⅱ) 전자는 포괄적 승계와 부분적 승계의 구별이 있으나, 후자는 이러한
구별이 없으며 모두 포괄성을 가진 지속만이 있을 뿐이다.
(ⅲ) 전자는 군사점령에 의해 일어나지 않으나, 후자는 군사점령에 의해
서도 일어난다.
(ⅳ) 부분적 승계의 경우 승계국에 대해서는 전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선행
국에 대해서는 후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포괄적 승계의 경우
에는 전자의 문제만이 제기되고, 후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한다.
(ⅴ) 전자는 법전화 되어 있으나, 후자는 법전화 되어 있지 않다.

나. 국가승계의 법전화
국가승계에 관한 일반국제법을 법전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연합 국제법
위원회에 의해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와 조약이외의 국가
승계문제를 구분하여 협약안을 마련하였는데,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하여는
1978년 8월 23일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이 채택되었다.20) 조약이외의 국가
승계에 관하여는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그 진전이 매우 느려 1983년 4월 7일
“국가재산⋅문서⋅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이 채택되었다.
이 두 협약은 부속서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21)
19) OConnell, supra n.16, pp. 4, 13-14 ; Wilfried Fiedler, “Continuity,”EPIL, Vol. 10, 1986, p.65.
20) E. G. Bello “Reflections on Succession of State in the Light of the Vienna on Succession of State
in Respect of Treaties 1978,” G.Y.I.L. Vol. 23, 1980, pp.296ff. ; M. G. Maloney, “Succession of
State in Respect of Treaties : The Vienna Convention of 1987, “Ve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1979, pp.885-914 ; I.. L. M., Vol. 17, 1978, pp.14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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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승계의 유형
(1) 포괄적 승계와 부분적 승계
이는 국가승계의 승계범위를 표준으로 한 유형이다.
“포괄적 승계”(universal succession)란 선행국의 국제법상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
하고, 1개 또는 수개의 승계국이 이를 흡수하는 국가승계를 말한다. 이는 병합⋅
합병⋅분할⋅분열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22)
“부분적 승계”(partial succession)란 선행국의 국제법상 법인격은 소멸하지 아니
하고 선행국 영역의 일부가 기존국인 승계국 또는 신생국인 승계국에게 귀속되는
국가승계를 말한다. 이는 할양⋅분리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23)
(2) 조약의 승계, 국유재산⋅문서⋅채무의 승계
이는 국가승계의 승계대상을 기준으로 한 유형이다.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는 국가승계의 대상이 조약인 경우의 승계를 말한다.
1978년의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이러한 국가승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24)
“국가재산⋅문서⋅채무 등에 대한 국가승계”는 국가승계의 대상이 조약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즉 국가재산⋅문서⋅채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승계를
말한다. 1983년의 “국가재산⋅문서⋅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이러한 국가승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25)

2. 조약승계
가. 조약승계의 개념

21) Jurgen Oesterhelt,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 in Respect of State
Archives and Debts”, EPIL, Vol. 10, 1986, p.521 ; I. L. M., Vol. 22, 1983, pp.306-29.
22) Ibid., p.447 ; OConnell, supra n. 16, p.4 ;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4th
york : Macmillan, 1981), p.119 ; Jennings and Watts, supra n. 16, p.209 ; Jones, supra n.
; Hershey, supra n. 16, p.285.
23) Ibid., p.447 ; OConnell, supra n. 16, p.4 ; Fiedler, supra n. 16, p.447 ; Glahn, supra n.
; Jones, supra n. 16, p.361 ; Hershey, supra n. 16, p.228.
24) Fiedler, supra n. 16, pp.446-47.
25) Ibid.

Property,

ed. (New
16, p.361
2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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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국제법상 “조약승계”(succession of treaties)란 조약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승계를
말한다.26) 즉, 일정한 영역에 대한 주권이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변경될 경우에
그 변경되는 일정한 영역에 대해 그 변경 전까지 주권을 행사하던 선행국의
조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국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27)
(2) 조약의 변경과 구별
조약승계는 “조약의 변경”(revision of treaties)과 구별된다. 조약의 변경은 유효
하게 체결된 조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동하는 행위를 말한다.28) 조약의
변경은 (ⅰ) 내용의 변경과 (ⅱ)당사국의 변경으로 대별되며, 당사국의 변경은
다시 가입과 이탈로 구분되며, 이탈은 다시 탈퇴와 제명으로 구분된다.29) (ⅰ)
조약승계는 영역에 대한 주권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조약의 변경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ⅱ) 조약승계는 국가승계의 한 형태이나 조약의 변경은 국가승계의 한 형태가
아니다.

나. 조약승계의 법전화
상술한 “국가승계의 법전화”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약승계의 법전화를 위한
노력은 1967년부터 국제법위원회에서 시도되었으며, 1978년 8월 23일에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이 채택되었다.30)

다. 조약승계의 유형
(1) 포괄적 승계와 부분적 승계
이는 조약승계에 있어서 승계범위를 표준으로 한 유형이다.

26)
27)
28)
29)
30)

Ibid.
Ibid.
Whilhelm Grewe, “Treaties, Revision,” EPIL, Vol. 7, 1986, pp499-500.
Ibid.
Oesterhelt, supra n. 21, p. 521.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109

“포괄적 승계”(universal succession)란 국가승계의 “포괄적 승계”의 경우의 조약
승계를 말한다. 이는 병합⋅합병⋅분할⋅분열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31)
“부분적 승계”(partial succession)란 국가승계의 “부분적 승계”의 경우의 조약
승계를 말한다. 이는 할양⋅분리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32)
(2) 인적 조약승계와 물적 조약승계
이는 조약승계에 있어서 조약의 성질을 표준으로 한 유형이다.
“인적 조약승계”(succession of personal treaties)는 정치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율
하는 조약의 승계를 말한다. 예컨대, 상호방위조약⋅안정보장조약 등의 승계는
이에 해당된다.33)
“물적 조약승계”(sucession of real treaties)는 영토에 종속된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의 승계를 말한다. 예컨대, 영토할양조약, 국경선조약 등의 승계는
이에 해당된다.34)

3. 조약승계에 관한 협약상 조약승계
가. 일반원칙
(1) 계속주의와 백지출발주의의 원칙
협약은 조약을 속지적 성격이 있는 인적 조약과 속지적 성격이 없는 물적 조약
으로 구분하고 물적 조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고 계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다.35)
계속주의가 인정되는 물적 조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경제도(boundary régimes)에 관한 조약이다. 이에는 국경획정조약뿐
아니라 영토할양조약도 포함된다(제11조).
둘째로, 기타 영토제도(other territorial régimes)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특정국가의
이익을 위한 제도와 다수국가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하천의
31) Hershey, supra n. 16, pp. 285-88.
32) Ibid.
33) O'connell, supra n. 16, pp. 12-23.
34) Ibid.
35) Hans-Dietrich Treviranus,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EPIL, Vol. 10, 1986 pp. 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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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수자원이용권, 내륙국의 인접국항구사용권, 내륙국의 인접연안국통과권
등이 해당되고(제12조 제1항), 후자에는 특정영토의 중립화⋅비무장화, 국제수로
⋅하천의 자유항행, 수자원공동이용, 국제운하통항권 등이 해당된다(동 제2항).
군사기지협정은 예외로서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동 제3항).
협약은 인적 조약에 대하여는 승계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신생
국의 경우는 백지출발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36) 합병⋅분리독립의 경우는
계속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37)
(2) 양립성의 원칙
협약은 조약을 그 조약의 승계 이후의 법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조약과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조약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조약의 승계만을 인정하고 후자의
조약의 승계를 부정하는 “양립성의 원칙”(doctrine of compatibility)을 채택하고
있다(제15조 (b) 단서, 제31조 제1항 (b), 제34조 제2항 (b) 등).38)
이는 “인적 조약⋅물적 조약 구분의 원칙”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부차적 원칙
이다.

나. 통합국의 조약승계
협약은 조약승계국을 “신생국”, “통합국”, “분리국”으로 구분하여 조약승계의
인정여부와 승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합국의 경우만을 보기로
한다.
(1) 통합국의 의의
국가통합(uniting of state)이란 기존의 2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국가가 통합하여
1개의 승계국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31조 제1항). 즉 2 또는 그 이상의 선행국이
결합하여 1개의 승계국을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통합에는 “병합”
(annexation )과 “합병”(amalgamation)이 모두 포함된다.39)

36)
37)
38)
39)

Ibid., p. 524.
Ibid., pp. 524-25.
Ibid.
Detlev F. Vagts, “State Succession : The Codifiers' View”,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93, p. 285,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3rd.(Cambridge : Grotius Publication,
1991),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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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승계의 방식
여기서 조약승계의 방식이란 “조약의 선행국과 승계국과의 관계에서 조약
승계의 방식”을 말한다. 선행국의 조약은 승계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진다(제31조 제1항 본문). 즉 계속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동(a)), 또는 당해 조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거나 조약
운용상 급격한 사전변경이 발생할 경우(동 (b))는 예외이다. 즉 백지출발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40)
(3) 조약승계의 절차
여기서 조약승계의 절차란 “조약의 승계국과 그 조약의 타 당사국과의 관계
에서 조약승계의 절차”를 말한다.
첫째로, 국가승계시 기발효조약의 경우, 선행국의 조약은 승계국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계속주의가 원칙이며 이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 통합국과 조약의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통합국이 그의
의사에 따라 백지출발주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통합국과 조약의 당사국간에
합의를 요한다(제31조 제1항).41)
둘째로, 국가승계시 미발효조약의 경우는, 통합국은 그의 일방적 승계통고만으로
당해 조약의 체약국이나 당사국이 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제2항).
셋째로, 국가승계시 비준 등 조건부조약의 경우는 통합국은 당해 조약에 서명
함이 없이 비준⋅수락 또는 승인만 함으로써 그 조약의 체약국이나 당사국이 될
수 있다(제33조 제1항).

40) Ibid., pp. 609-10.
41) Stefan Oeter, “German Unification and State Succession”, Zeitschrift fur Auslandishes Offentilches
Recht und Volkerrecht, Vol. 51, No. 2, 1991, p. 354 ; Trevanus, supra n. 30, p.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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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서독통일과 국경조약의 승계 선례

1950년 7월 6일에 구동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국경선조약은 1990년 통일
독일에의 승계에 관한 사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장차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
한국에의 “조중국경조약”이 승계되느냐를 검토하는데 실증적인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과 동서독통일과 국경선조약의 승계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문제의 곤란성
가. 국가승계문제의 불명확성
동서독의 통일에 의한 조약승계에서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동서독의 통일에
국가승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국가승계는 국가와
국가 간에 제기되는 문제인데 동서독의 통일은 엄격한 법적 의미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동서독의 통일은 “국가인 동독”과
“국가인 서독”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단독일의 경우 서독의 “기본법”은 제23조에서 서독의 11개 주지역에만 적용
된다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독일의 다른 지역이 기본법 적용지역에 가입하여 기본
법의 효력범위를 전체 독일에 확장하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보지 아니했다.42)
1949년 “동독헌법”은 제1조에서 “독일은 하나의 불가분의 민주공화국(enine
unteilbare demokratische Republik)이다”라고 규정하여 동독은 서독을 국가로 보지
아니했으나 1968년 개정 “동독헌법”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Das Volk der

42) Jutta Brunnee,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 Comments on Legal Maze”, Dalhousie Law Journal,
Vol. 13, No. 2, 1990, pp. 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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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n Demokratiischen Republic)이 헌법제정권자라고 표시하여 간접적으로
서독을 국가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으며, 동독은 서독을 국가로 보았다.43)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이후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보지 않았으나
동독은 서독을 국가로 보아 왔다. 1973년 동서독은 각기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되었다.44)
따라서 이상에서 동서독 모두를 국가로 각기 보지 않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승계 즉 조약승계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통일의
경우 조약승계의 문제가 제기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지게 된다.

나. 조약승계법원의 불명확성
전술한 바와 같이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법원은 일반국제법으로서의 국제
관습법과 1978년의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1983년의
“국가재산⋅문서⋅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다.
동서독이 “통일조약”을 체결한 1990년 당시에 서독도 동독도 상기 2개의 국가
승계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또 그 당시 상기 2개의 국가승계협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물론 오늘에도 통일독일은 상기 2개의 국가승계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1978년의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1996년 11월 6일에 효력을 발생했으나, 동서독 통일 당시 효력을 발생
하지 못한 상태였고, 1983년의 “국가재산⋅문서⋅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동서독 통일 당시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상태였다.
엄격히는 동서독이 “통일조약”을 체결할 당시 동서독과 오늘의 통일독일은
상기 2개의 국가승계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서독의 통일에 이들 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동서독 통일이후 그에 따르는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동서독의 통일에 국가승계의 문제가 난제로 제기되게 된다.

43) Kay Hailbronner, “Legal Aspect of the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 Stat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 1991, pp. 31-32.
44) Frans G. von der Dunk and Peter H. Kooijmans,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International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1991. pp. 520-21; Oeter, supra n. 41,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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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독의 조약승계의 방식과 절차
가. 조약승계의 방식
여기서 “조약승계의 방식”이란 동서독의 통일 이전에 서독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동독과 통일독일간의 관계에서 승계하는 방식과 동독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서독과 통일독일간의 관계에서 승계하는 방식을 뜻한다.
동서독은 동서독통일에 의한 조약승계에 대한 상술한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조약”에 동서독이 통일이전에 각기 타국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의 방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었다.
“통일조약”은 이에 관해 “서독의 조약”(제11조)과 “동독의 조약”(제12조)으로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서독의 조약”에 관해 “통일조약”제11조는 통일이전에 서독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 회원가입을 규정한 조약을 포함한 서독의 국제 조약
및 협정 사항들은 계속 유효하며, 부록Ⅰ에 언급된 예외조약을 제외하고는
그 권리와 의무사항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개별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일 독일정부가 해당 조약 상대자와 협의를 한다.
둘째로 “동독의 조약”에 관해 “통일 조약”제12조는 통일 이전에 동독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통독과정이 진행 중인 현재 동독의 구제 조약들은 조약체결 당사자
들과 논의를 거쳐서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상실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
하기로 한다. 이 작업은 다만 신뢰보호, 관련국들의 이익, 서독측의 조약상
의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유,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 원칙에 따라, 또한
EC의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통일 독일은 동독측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조약
당사자들 및 EC측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 독일은 모든 당사국과 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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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관련되는 경우 EC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위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제1항은 기 이행된 양자조약에 관한 규정이고, 제
2항은 장차 이행될 양자 조약에 관한 규정이며, 제 3항은 국제기구와 다자조약에
관한 규정인 것이다.
제1항은 동독이 통일이전에 체결하고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효력을 존속하는 것도 아니라 조약의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유효⋅조정⋅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은
양자조약의 효력에 관해 “백지출발의 원칙”도 “조약경계이동의 원칙”도 모두
배제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45) 즉, 동서독이 통일되었다는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동독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 통일독일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46)

나. 조약승계의 절차
여기서 “조약승계의 절차”란 동서독이 통일이전에 서독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통일독일과 그 조약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승계하는 절차와 동독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통일독일과 그 조약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승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서독이 체결한 “통일조약”은 그 당사자가 서독과 동독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인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서는 규정할 수 있으나, 통일독일과 조약당사자간의
관계인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는 성질상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조약승계에 관해 통일독일이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규정,
예컨대 “개별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독일 정부가 해당 조약 상대자와
협의를 한다.”(제11저 후단),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 또는
확인한다.”(제11조 제1항), “조약당사자들 및 EC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조약승계의 절차”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47)
통일독일 외무부 장관은 1990년 10월 3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이제
45) Ibid., p. 361.
46) Ibid ; C. Tomuschat, “A Unifed Germany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Common Market Law
Review, 1990, p. 421.
47) 이는 “제3자를 위한 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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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정부가 독일 전체를 대표하고 동독은 소멸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국제
연합은 이러한 독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독의 국제연합 기여금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독일은 “조약승계의 절차”를 시행했다.
1950년 7월 6일 동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국경선 조약인 “괴를리츠 조약”
(Gӧrlitzer Vertrag)의 승계에 관해 통일독일과 폴란드는 별도의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 1990년 11월 14일 독일과 폴란드는 새로운 국경선 조약인 “독일⋅
폴란드간 국경선 조약”(Vertrag Zwischender Bunder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r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을 체결
하였다.48) 이와 같이 통일독일은 “조약승계의 절차”를 시행했다.
이와 같이 동서독은 일반국제법상 또는 “조약승계에 관한 협약”상 인정되어
있는 국경⋅영토 등에 관한 조약승계의 원칙인 계속주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백지
출발주의의 원칙을 채택했다.

48) Ryszard W. Piotrowicz, “The Polish-German Frontier in International Law,” B.Y.I.L., Vol. 63, 1992,
p.367 ; Jochen Abr Frowein,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 A.J.I.L., Vol. 86, 1992, pp. 157-61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9, 1990, p. 1187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0, 1991,
pp. 415, 417, 445, 450, 454, 504 ; A.J.I.L., Vol. 85, 1991,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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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한 통일과 조중국경조약승계의
방안검토

1. 방안선정의 곤란성
가. 국가승계문제의 불명확성
오늘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인 남한”과
“국가인 북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의미의 국가
승계의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 하므로 남북한의 통일에 국가승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ⅰ) 1991년 남북한은 각기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기 국가이나, (ⅱ) 1992년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의해서도 남북한은
상호간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국가이나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국가이나 남한은 국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통일이전에 남북한이 각기 체결한
조약의 승계문제가 제기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나. 조약승계 법원의 불명확성
전술한 바와 같이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법원은 일반국제법으로서의 국제
관습법과 1978년의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83년의
“국가재산⋅문서⋅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남한도 북한도 상기 2개의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남북한이 통일
되게 될 경우 이들 협약은 남북한의 통일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남북한의 통일이후 그에 따르는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에 국가승계의 문제가 난제의 하나를
제기하게 된다. 장차 남한과 북한이 모두 상기 2개의 협약에 각기 가입한 후에
남북한 통일이 실현되게 되면 이 곤란성은 소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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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의 조약승계 방안
가. 조약승계의 방식
“조약승계의 방식” 즉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남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북한과 통일한국과의 관계에서 승계하는 방식은 통일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ⅰ)만일 통일의 방식이 남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은 남한에 결합되어 소멸
되는 이른바 “병합”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전술한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
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 (ⅱ)만일 통일의 방식이 남한과 북한이 결합하여 남한도
소멸하고 북한도 소멸하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이루는 이른바 “합병”의 방식을
따른다면 전술한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병합”의 방식에 의해 남북한이 통일되는 상기(ⅰ)의 경우만을 상정할
때, 통일한국의 조약승계의 방식을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 방식을 따라 동서독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와 같은 규정을 남북한 통일조약에 두어 통일한국이
남북한의 조약을 승계하는 방안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다룰 때, 남북한 통일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
(ⅰ) 남한이 체결한 ① 국제기구 조약⋅다자조약은 효력을 존속하며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에 따라 통일한국 전역에 적용되나49) 예외가 인정된다.50)
(ⅱ) 북한이 체결한 국제기구조약⋅다자조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는 “백지
출발의 원칙”이 적용되며, ② 양자조약은 통일한국이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효력의 존속여부를 정하며51), 이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조약승계의 절차
남북한이 체결하게 될 남북한 통일조약은 그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인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서는 규정할 수 있으나, 통일한국과 조약
당사자 간의 관계인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는 성질상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49) 예컨대, 1953년의 “한미상호 방위조약”, 1954년의 “한미합의 의사록”(개정),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 조약”,
1992년의 “한중수교 공동성명”, 1992년의 “한러 기본조약” 등.
50) 예컨대, 1953년의 “한국정전협정”, 1972년의 “남북 직통전화 가설합의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51) 예컨대, 1960년의 “북중국경선조약”,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1994년의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
1995년의 “KEDO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1996년의 “KEDO 북한간 특권 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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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약승계의 절차”의 근거로 동서독 “통일조약”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따를 때, 남북한 통일조약은 “개별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대자와 협의한다.”,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 또는 확인한다.”,
“조약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또는 “통일한국은 모든 당사국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라는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통일독일 외무부 장관이 1990년 10월 3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제 서독
정부가 동독정부를 대표하고 동독은 소멸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과 같이 통일한국의
외무부 장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남한정부가 한국전체를 대표하고 북한은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야 할 것이다.
1950년 7월 6일의 “동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조약”은 1990년 11월 14일
통일독일과 폴란드 간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승계한 것과 같이52) 통일한국은
1962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을 통일한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선을 다시 정하여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52) Frowein, supra n. 48, pp. 157-61 ; Piotrowitz, supra, n. 48,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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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ⅰ)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이 통일한국에 승계되느냐 에서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조약승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느냐고,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남북한이 모두 오늘의 시점에서 1978년의 “조약에 대한 국가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83년의 “국가재산⋅문서⋅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북한의 조약승계의 법원이 일반국제
관습법으로 되어 그 내용이 명확치 아니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ⅱ) 남북한 통일의 유형이 “병합”이냐 “합병”이냐에 따라 통일한국과
북한 또는 통일한국과 남한간의 “조약승계의 방식”과 통일한국과 조약당사자
간의 “조약승계의 절차”는 달라진다. 동서독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서독은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 동서독이 합의한 내용을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도 그 근거를 “통일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조약”은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

서독이 체결한

㉮ 국제기구조약⋅다자조약은 효력을 존속하며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통일독일 전역에 적용되며, ㉯ 양자조약도 효력을 존속하여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통일독일 전 영역에 적용되나 예외를 인정하고(제11조),

동독이

체결한 ㉮ 국제기구조약⋅다자조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는 “백지출발의 원칙”이
적용되며, ㉯ 양자조약은 통일독일이 조약당사자와 협의하여 효력의 존속여부를
정하기로 규정하고(제12조)있다. 이러한 “통일조약”의 규정은 동서독의 통일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병합”형 통일로 동서독이 “통일조약”을 통해
합의를 본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동서독은 조약당사자 간의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 “통일조약”에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남북한 통일의 경우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 남북한의 통일이 “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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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르는 경우 동서독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와 같은 내용을 남북한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도 통일한국이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근거규정만을 남북한 통일조약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
으로 본다. 남북한 “통일조약”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이 통일한국으로서의 당연한 승계를 배제하고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국경선 협정의 체결이 가능하게 되어 통일한국이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ⅳ) “조중국경조약”이 통일한국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간도의 영유권이 당연히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중국경조약”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이 중국에 귀속되는 효력은 통일한국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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