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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1974년 체결 당시의 높았던 기대와 달
리 현재는 자원개발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 1978년 협정이 발
효된 이래, 1차·2차 탐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성과가 미진하였고, 2002
년부터 실시한 3D 탄성파 탐사결과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의
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일본은 2004년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
방적으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와 일본의 민간 기업이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이
역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륙붕 7
광구 및 5광구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일 사이의 공동개발 활동은 잠
정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다.
협정이 채택(1974)되고 발효(1978)되었던 당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아무런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개
발과 관련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부존 여
부 및 경제성 판단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확연히 구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해저자원 개발을 위

하여 외국계 석유회사들에 의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는 울산 앞바다 대륙붕 6-1광구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저자원 개발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러
한 우리나라의 해저자원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에서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일 두 국가는 국제조약(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통하
여 대륙붕의 공동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공동개발
협정이라는 법적인 틀 내에서 상호간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이
해와 교섭을 통하여 자원의 공동탐사 및 개발이라는 협정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협정을 통하여 이러한 체제를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조약을 통한 협
력 체제를 너무 가벼이 여겨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이켜 보게 한다. 주
변의 강대국에 비하여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이라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힘에 의하여 이익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양국의
해저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
에서 보면 전 세계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저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
인 활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며, 특히나 동북아 지역의 해양에서 벌어
지고 있는 미·중과 미·일 사이의 여러 갈등 관계와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평화 아젠다이다. 특히 남북한 정상 간 비핵화 합의
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또 한 번 역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동개발 노력이 성과를 맺
을 수 있다면 이는 동아시아 해역을 분쟁과 긴장의 해역이 아니라 평화
와 번영의 해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를 해저자원 개발의 측
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
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 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켜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해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은 검은 석
유만이 아닐 것이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에 평화와 번
영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은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
락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한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이 연구가 좋은 연구 결과 및 결실을
내었다. 우리나라의 해저자원 개발 및 해양정책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요 약⦁i



EXECUTIVE SUMMARY⦁xv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과 현황⦁11
제1절 협정 체결 배경 ····························································11
제2절 협정의 내용 ·································································13
제3절 이행상황 ·····································································17
1. 1차 탐사기간 ·················································································17
2. 2차 탐사기간 ·················································································23
3. 3D 탄성파 탐사 ··············································································27

제4절 국제질서 및 국제정세 변화 ·········································33
1. 변화하는 해양법 ··············································································33

2. 변화하는 주변 국제정세 ··································································36
3. 중국 요인 ························································································39

제3장

해저자원개발 성과와 역량⦁45
제1절 해저자원개발 ······························································45
1. 해저석유개발의 순서 ·······································································45
2. 해저 석유개발의 특이점 ·································································52
3. 매장량 분석 및 평가 ········································································53

제2절 석유·가스 개발과 우리나라의 법제 ·····························56
1. 석유·가스 개발의 일반적 유형 ························································56
2. 해저자원개발 관련 국내법제 ···························································60

제3절 우리나라 해저 자원개발의 역사 ··································72
1. 해저자원 개발의 시작 ······································································72
2. 우리나라 대륙붕 탐사 현황 ······························································74
3. 우리나라 대륙붕 자원 생산 현황 ·····················································77

제4장

국제법적 대응방안⦁81
제1절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 ·············································82
1. 위반이 문제되는 국제법 및 협약 ·····················································82
2.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 ········································92
3.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검토 ·······························································95

제2절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100
1. 현재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재개 방안 ·········································100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연장 방안 ··········································102
3. 새로운 협정 체결 방안 ··································································104

제3절 분쟁해결절차 이용 방안 ············································106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분쟁해결절차 ·································107
2.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상 분쟁해결절차 ······································110

3.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공동개발 추진의 한계 ··································126

제4절 일방 탐사 추진 가능성 ··············································127
1. 협정의 중대한 위반 - 조약법 제60조 ···········································127
2. 시행정지의 대상 ···········································································130
3. 시행정지 절차 및 분쟁해결수단 ····················································137

제5장

대응 로드맵 구축 방안⦁139
제1절 한･일 양국의 입장 검토 ············································139
1. 일본의 입장과 전략 ·······································································139
2.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143

제2절 내부 정비 방안 ··························································146
1. 고려 사항 ······················································································146
2. 참여기관 및 기능 ··········································································151

제3절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 ·······························155
1. 공동개발 협상 ···············································································155
2. 협상을 위한 준비사항 ···································································160
3. 협정의 활성화 유도 및 협정의 향후 처리 ······································168

제4절 협상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방안 ·······························170
1.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170
2. 단독탐사･개발 ·············································································182

제5절 최종해양경계획정 관련 제언 ·····································186
1. 협상의 목표 및 범위 ······································································186
2. 자원현황 등 자료수집 및 평가의 필요 ···········································188
3. 3단계 접근법의 적용 ·····································································188
4. 새로운 공동개발협정 체결 검토 ····················································18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91
제1절 해결방안 검토 ···························································191

1. 협상을 통한 해결 ··········································································191
2. 국제재판 검토 ···············································································195
3. 최종적 수단 검토 ··········································································197

제2절 정책 제언 ··································································199
1. 협상 시간표 작성 ··········································································199
2. 해양경계획정 문제 ········································································200
3. 한･일 관계와 공동개발 ·································································200
4. 기록의 중요성 ···············································································202



참고문헌⦁205



관련문헌⦁215



부록⦁221

표 목차

<표 1-1> 연구수행 체계도 ·····················································································6
<표 1-2> 선행연구의 검토 ·····················································································8
<표 2-1> 초반부 조광권자 ···················································································20
<표 2-2> 후반부 조광권자 ···················································································21
<표 2-3> 굴착의무에 관한 각서에 따른 의무 굴착수 ···········································22
<표 2-4> 2차 탐사기간 굴착의무 공수 ································································25
<표 2-5> 한･일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연구 성과 ··································30
<표 3-1>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광업법 간 유사 규정 비교 ·································64
<표 3-2> 초기 조광권 설정 관련 사항 ··································································74
<표 4-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4조 제1항 ·············································83
<표 4-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서문 ··························································85
<표 4-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11조 제1항 ···········································85
<표 4-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4조 제1항, 제5항 ·······························86
<표 4-5>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 ·····························································96
<표 4-6>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 제4항 ·········································102
<표 4-7>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107
<표 4-8>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117
<표 4-9>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98조 제1(a)항 ··································120
<표 4-10> 조약법 제60조 ················································································128
<표 4-11> 조약법 제72조 ················································································136
<표 5-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4조 제2항 ·········································157
<표 5-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5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169
<표 5-3> 잠정조치 관련 조문 ············································································180
<표 5-4> 조약법 제61조 ···················································································184
<표 5-5> 조약법 제62조 ···················································································185

그림 목차

<그림 2-1> 1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도 중첩도 ·····················································19
<그림 2-2> 2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도 중첩도 ·····················································24
<그림 2-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3D 탄성파 탐사 구역 ····························29
<그림 2-4> 동티모르-호주 간 최종 경계획정선 ··················································36
<그림 2-5>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과의 거리 ··37
<그림 2-6> 한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선 ·····································43
<그림 2-7> 중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선 ·····································43
<그림 3-1> 일반적인 트랩구조 ············································································48
<그림 3-2> 형태 및 수심에 따른 해양 플랫폼 ······················································51
<그림 3-3> 반잠수식 시추선 두성호 ····································································79
<그림 3-4> 자원탐사선 탐해 2호 ·········································································79
<그림 3-5> 동해-1 가스전 해상처리시설 ····························································80
<그림 3-6> 자원탐사선 탐해 2호 ·········································································80

요약

요

요약

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 분석

1. 연구의 목적
▸1974년 한･일 두 국가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일
본의 협조 거부로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2028년 협
정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임
-

협정에 따르면 공동 개발구역을 소광구로 나누고 각 국가가 조광권
자를 임명한 뒤 그 조광권자 사이에서 운영권자를 결정하고, 결정
된 운영권자가 모든 작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음

-

1987년까지 7개 공구를 굴착하였으나 성과가 미비, 다시 2차로 소
구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1~1993년까지 BP라는 메이저 석유회
사가 조광권자로 탐사를 하였으나, 광구를 포기하고 반납하였음

-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
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일
본석유공단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소구 일부에서 3D 탄
i

성파 탐사를 하였으나, 이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공동탐사 중단
을 선언
-

2010년까지 정부 개입 없는 민간 차원 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
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 탐사는 잠정 중단상태임

▸일본은 공동개발협정의 협조 정신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
으며 일본의 협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협약은 공동개발구역의 개발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를 한․일 양 당사국에 부과한 것임

-

따라서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다른 당사자가
경제성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에 협력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국립문서보관소 등의 관련 1차 자료 및 국제협정문, 국
제판례를 직접 검토하여 철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음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중에 공개
된 연구성과물이 없으며 1차 자료(동력자원부 등의 문서)를 ‘국립
기록원’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음

-

ii

국제조약 및 국제판례와 관련하여 원문을 직접 확인하며 비교하였음

요약

-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2차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음

약

▸(유관기관 자문) 현재 우리나라의 현안에 해당하는 연구인 만큼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유관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관련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과 현재까치 정책 추진 현안을 점검하
고 그 연속성에서 추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관련 유관 연구기관 및 해저자원 개발 전문가 등과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해저 탐사 및 자원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통합적으로 연구
하였음

-

실제 자원 개발 회사인 한국석유공사의 자문을 얻어 실제 우리나라
의 국내 해저자원 개발 역사와 역량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

2) 연구의 특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지난 40년 동안의 이행 상황을 검토
하고 현재 공동개발에 관한 한･일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국제법
적인 평가를 제공
-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 이행 시기(1차 탐사기간, 2차 탐사기간)와
그 이후 자원 탐사 등의 큰 틀에서 협정의 이행 역사를 검토

-

요

이러한 이행에 관한 현 상황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및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검토하고 협정 및 국제법 위반 상황이 존재하
는지 여부를 평가

iii

-

협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 양 당사국이
협정을 국제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협정이
발효 중인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
확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
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수단 및 방안 제공
-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을 위하여 일본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및 논의 재개를 위한 방안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한･일 공동위원
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

협정의 기본 목적과 취지는 한･일 두 국가가 협력을 통하여 권원이
중첩하는 대륙붕에서 해저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
적에 따라 우리나라가 성실한 협상을 통하여 대륙붕 공동개발을 재
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

-

협상에 따른 공동개발이 결렬되었을 경우 협정이 제공하고 있는 분
쟁해결 수단 및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 제공

-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이 단독으로 공동개발구역을 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상 문제점에 대해
서 검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전략
구축 방안 제시
-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련 부처 내부 정비방안 및 대응방안 제공

iv

요약

-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 시 그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

-

국제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될 경우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가 준비해야 할 부분과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

-

새로운 공동개발협정 추진 방안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판단을 제
공하여 ‘POST-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위한 대응책도 제공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가.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

▸조광권 반납 이후 현재까지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으며, 일본의 계속적인 조광권자 미지정 행위는 협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우리나라가 조광권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일본이 조광권자를 미지
정하는 것은 협약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협정 본문은 분명하게 “shall authorize”라고 하여 조광권자 지정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기타 조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굴착의무(협정 제11조) 역시 국
가가 이를 보증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11조 위반도 제기
될 수 있음

-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이 역시 협정 제24조를 위반
하는 것임

v

요
약

▸경제성이 없어서 조광권을 신청하는 사기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
광권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일본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협정의 기본취지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대륙붕개발을 위한 양
국 간 협력체제 수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이유로
조약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일본의 경제성 부족 판단이 “조약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이행불능에 따른 조약 종료, 조약법 제61조), 또는
“계속적 이행의무를 급격하게 변경시키는 기속적 동의의 본질을 이
루는 조약체결시의 사정”(사정변경에 따른 조약 종료, 조약법 제62
조)에 해당하지 않음

-

1980년대 7공의 시험굴착 이후에는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2소구 일부(503㎢)에 대해서만 3D 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추후 정밀 탐사가 필요한 구역이 상당 부분 존재

나.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현재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협상의 장으로 한･일 공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 필요
-

우리나라의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일본에 일본 측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해야 함

-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협정의
이행에 관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해야 함
* 1986년 제4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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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광권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정 제9조의 비용과 이
익은 50:50 균등 부담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것 필요

▸ 일본이 자원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임
-

협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의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에 관
한 종료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자원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협정의 종료를 주장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자원 부존재 및 경제성 미비로 인한 조
광권자 미지정을 주장하는 국가에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협상을 통해서 협정의 이행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협정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는 협상을 할 수도 있으며, 협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음
-

이러한 다방면의 협상을 통하여 일본을 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유
도할 수 있는 유인책 및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다. 분쟁해결절차 이용 방안

▸협정 제26조에 따르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
우 당사국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음
-

협정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위원회 즉, 중재재판 절차를 예정하
고 있으며, 당사국이 각각 선임한 1인의 중재위원과 이 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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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선임한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3인 중재재판)
-

그러나 협정상 중재재판을 제기당한 타방이 중재위원 선임에 협력
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구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자신을 스스로 평화 애호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의 위상에 비추
어 일본이 중재위원 선임에 협력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음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이르는 동안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협약 체결을 위
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 이후 최종 경계획
정 이전까지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이 공동개발협정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협약
제83조 제3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음

-

또한 분쟁의 대상이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위반 여
부가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라. 일방 탐사 추진 가능성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을 이유로 일본에 한･일 대
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시행정지를 주장할 수 있음
-

협정 제4조에 따르면 일본은 조광권을 부여할 의무(shall)가 있으며
일본에 조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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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해서 협정 이행을 계속적으로 추궁한다면 향
후 일본의 공동개발협정 위반은 충분히 성립 가능

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시행정지 주장 시 협정의 종료(2028
년)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탐사를 강행할 명
분을 얻을 수 있음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유효기간(50년)에 관한 제31조와 관련
하여 일본의 협정종료 통고권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 경우 협정은 2028년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본의 협정 불이행 및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협정의 적용중지
를 주장(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개발구역은 ‘공동’ 개발의 제한이 없는 단독 개발 가능 지역으
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탐사 비용
은 추후 이익 발생 시 이익과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일본
측에 제안할 수 있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가. 내부 대응체제 구축 방안 제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 내부 대응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
안과 국무조정실 등 상급의 기관이 이 문제를 직접 컨트롤 하는 방
안이 있음
-

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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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ⅰ) 기획재재정부, ⅱ) 외교부, ⅲ) 산업통상자원부, ⅳ)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부처 단위 연합체가 아닌 더 상급의 기관(국무조정실, 청와대)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도 T/F나 관련 범부
처간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

정부 부처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지질자원개발원(KIGAM)의 역할
이 제고되어야 하며, 한국석유공사가 한국 측 조광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나. 일본을 상대로 공동개발 협상 전략 제시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을 통하여 일본의 협력을 이끌
어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대응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필
요가 있음
-

한국이 한국 측 조광권자 지정 사실을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동시
에 일본 측 조광권자 지정을 일본에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조광권자의 지정과 공동위원회의 개최,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가 협정상 당사국의 의무(obligation)임을 외교서한으로
전달해야 함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광권자 미지정 등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

▸협정의 이행 재개 논의를 위해 한･일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반드시
추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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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면서도 동시에 실무적인 논
의를 진전하기 위해서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공동위원회 국
별위원으로 발탁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조직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또는 에너지자
원정책관), 외교부 국제법률국 또는 동북아국 심의관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한･일 공동위원회 2명의 국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타당

▸양국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
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정상회담을 통하여 해양 관련 문제의 일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경우로 2015년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재개를 들 수 있음

-

정상회담의 성과물로서 일정한 합의 도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
소한 정상 차원의 협정 이행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

▸법률적 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여 협상 ‘재개’ 및 본 협상을
위한 준비사항 사전 점검 필요
-

이전 탐사 자료 재검토, 조광권자 지정 논의, 조광권 지정 소구역에
대해서 본격 협상 이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

-

조광권을 설정한 소구역 선정은 신중히 해야 하며, 전체 소구역에
전부 다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현시점에서 유리하나, 유망
소구(2소구, 4소구)에만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3D 탄성파 탐사를 실시할 해역을 협상 전에 미리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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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전략 방안 제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및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특히
협정 제26조에 따라서 다음을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

첫 번째로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정 제4조 제1
항 이하 여러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청구 제기

-

두 번째로 일본의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공동개발을 추진
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
하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되 미래의 석유 자원이 개발될
경우 향후 이익을 청구하는 소위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일본의 협정위반으로 인한 협정의 일부 시행정지, 즉 유
효기간에 관한 제31조 제2항의 시행정지를 재판상 청구하고 동시
에 이로써 유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
를 제기할 수 있음

-

네 번째로 일본의 협정위반으로 인한 협정의 일부 시행정지를 청구
하면서 관련 해역이 일방 탐사 및 탐사 시추가 가능한 해역으로 변
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하는 경우 제298조
제1항(a)(i)의 단서의 강제조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가능
-

동티모르-호주 간 조정사건에서 조정위원회 권한에 관한 결정
(2016)에 따른다면, 제298조 제1항(a)(i)에 의하여 재판에서 배제되
는 분쟁에는 제83조 제3항 문제도 포함되므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의 이행에 관한 분쟁 또한 강제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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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다가 실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구제의 효
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협정상 유효기간(50년)
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음
-

청구를 통하여 유효기간의 정지를 청구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해 두
는 것이 필요함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분쟁해결절인 중재재판을 시도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에 일본이 비협조할 경우 우리나라만의 일방탐사
도 고려할 수 있음

라. 최종 해양경계획정 관련 제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최종적으
로 경계획정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더 많은 수역 확보가 중요한지, 경제
적 이익의 확보가 중요한지 등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을 해야 함

-

수역을 중시한다면 최종적인 경계획정 과정에서 한･일 대륙붕 공
동개발협정의 존재와 경제성 있는 자원의 존재를 근거로 최대한 많
은 수역을 우리나라의 EEZ 및 대륙붕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

-

반면 자원이 목표라면 수역을 잃더라도 최대한 새로운 공동개발협
정 체결을 통하여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방안임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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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 40년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일본의 한･일 대
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

일본에 조광권자 지정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

▸추후 협정의 이행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협상
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제공하였으며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요인 분석
-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협정의 개정 및 새로운 공동개발협정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으며, 추후 한･일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미
칠 수 있는 영향력 및 대응방안 제공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및 개발구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검
토하고 대응방안 제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국제재판 등)을
제공하고 그 전략방안을 제공하였음
-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제재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재판을
추진할 경우 중재재판관 임명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

최종 해양경계획정을 염두에 두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우리나라의 정책적 선택지를 검
토하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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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n Countermeasures to Resuming
the Korea-Japan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1. Purpose
-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here in after “the Agreement”)* in
1974. During the early years of its implementation, Japan
implemented the Agreement according the clause, but since
1993 Japan has refused to cooper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with South Korea according to its text of the
Agreement. Now no activ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from Japan is conducted and it could end in 2028.
* Original Title of the Agreemen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Joint Development Zone (here

xv

in after “the JDZ”) is divided into small mining areas, each Party
shall authorize the concessionaires and shall enter into an
operating agreement and decide an operator who shall have
exclusive control of all operations.
-

Exploration has been conducted in 7 sub-zones during the first
time period from 1980 to 1987, but finished with little success.
For the second time around, BP, a major oil company, conducted
exploration works in small mining lots designated again from
1991 to 1993, but soon gave up and returned the right.

-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adopted the joint
statement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
2002 and in succession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nd
the 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 concluded the operating
agreement and conducted the 3D seismic exploration in 2004.
However, Japan has declared the suspension of the joint
exploration for the reason of economic feasibility.

-

There have been researches at the private level without any
government intervention until 2010, but Japan even unilaterally
terminated them and the joint exploration is currently under a
temporary being suspended.

▸Despite the terms of the Agreement, Japan rejected a cooperation
for the joint development for the reason that there is no
commercially exploitable resource, and this kind of rejection
leaded into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

The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JDZ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operation from both Parties, granting both parties, South
Korea and Japa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for the joi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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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even a Party who even thinks that there is no
economic feasibility, should cooper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cause the Article 4 of the Agreement clearly
imposes the obligation on each Party to authorize concessionaires
and to cooperate for the joint development.

-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should be measures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Literature Review) Conducting the thorough literature review
by examining the related primary sourc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international precedents of the National Archive.
-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re is no
research result open to public, so this study checked the primary
sources (documents of the Ministry of Energy & Resources) by
visit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Checking and comparing the original texts regard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y both State
Parties based on the secondary research materials made
available.

▸(Coordinating with relevant organizations) Conducting the
research with th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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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s, relevant institutions since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pending issue of Korea.
-

Checking the basic position of Korea and the pending issues
of the policy promotion so far by closely contacting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suggesting
future policy alternatives.

-

Comprehensively studying the discussions on the seabed
explora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and hydrocarbon resource
development experts.

-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capacity for development of
domestic hydrocarbon resource in seabed area of South Korea
in consultation with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the
actual developer of hydrocarbon resource in seabed of Korea,
and conducting the research based on it.

2) Features
-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history of the
Agreement for the past four decades and provides the
international legal assessment on the cooperatio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Agreement

-

It examines the implementation history of the Agreement under
the comprehensive framework such as periodic review of the
joint development under the Agreement (first and second
exploration periods) and subsequent resource exploration
activities from both side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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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checks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law.

-

It identifies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Agreement, checks if
both parties, South Korea and Japan, are faithfully implementing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confirms the rights that South Korea could claim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the sea at this point of time
with the Agreement in effect.

▸This study provides international legal responses and plans that
South Korea could take at this point of time when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

It develops measures to persuade Japan again into re-initiation
of the joint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the Agreement and
measures to resume discussions between both parties, and
suggests to actively utilize the ‘the Japan-Republic of Korea Joint
Commission (hereinafter "the Commission")’ under the Article
24 of the Agreement.

-

The basic objective and purpose of the Agreement is to
encourage South Korea and Japan to develop hydrocarbon
resources in the JDZ which overlaps entitlement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both State Parties and to provide measures
to help South Korea resume the joint development activities
through faithful negotiations for such purpose.

-

The study provides measures to deal with issues through th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Agre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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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ccordance with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Part 1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en the negotiation for the joint development breaks
down.
-

It confirms whether South Korea can carry out whether unilateral
exploration in the JDZ such as a last resort and examines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that could occur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establish practical measures to
resume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

It provides internal arrangement measures and methods for the
joint development activities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It suggests a strategy for the successful negotiations for
re-initiation of joint development activities toghether with
Japan, if any, and provides alternativ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take if negotiations fail.

-

It provides the lists of matters that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and determine internally if there is a dispute that should
be settled through arbitration.

-

It also provides a possibility to go ahead with a new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nd guidelines for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also preparation for the ‘the POST
Agree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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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1) Summary
A. Japan’s violation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Japan has still been in a negative posit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without authorizing the concessionaires
the Article 4 of the Agreement so that it establishes the violation
of the Article 4(1) of the Agreement.
-

South Korea has authorized concessionaires but Japan has not
the other concessionaires, which could establish Japan’s
violation of the Article 4.

-

The main clause of the Agreement clearly stipulates that each
State Party “shall authorize” a concessionaire, by which it
indicates that both Parties are obliged to designate concessionaires
in the subzone areas.

-

The obligation of exploration drilling (Article 11), imposed to
concessionaires, indicates that State Parties should guarantee
the drilling activities so that non authorization of the
concessionaries could result in the violation of Article 11.

-

If Japan rejects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under the Article
24, it would also constitute the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Agreement.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Japan claims it cannot
authorize concessionaires since no private company applied for
a concession due to the lack of economic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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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considering that the basic purpose of the Agreement is
to establish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both State Parties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 in the
continental shelf, it cannot be justified to violate the Agreement
for the reason of economic feasibility.

-

Japan’s decision on the lack of economic feasibility constitutes
neither “the permanent disappearance or destruction of an
object indispensable for the execution of the treaty” (Article 6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upervening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nor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occurred with regard to those existing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Article 6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

There has been no exploratory drilling since the 7 drilling holes
in 1980s for the first period and 3D exploration was carried out
in parts (503㎢) in 2004. Accordingly, there are much areas that
still require further precise examination.

B. Solution through negotiations

▸In order to resume the Agreement, we should request Japan to
designate concessionaires and at the same time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Korea-Japan Joint Committee as a venue of
negotiations.
-

We are to authorize our own concessionaires according to the
Agreement and then request Japan to authorize its concessio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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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o call for the opening of the Commission and to request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t the level of
the Commission.
* There has been no related meeting since the 4th Korea-Japan
Joint Committee in 1986.

▸Japan might claim the absence of resources and the end of the
Agreement, but only when Japan proves it, the Agreement could
be terminated.
-

Article 31(4) of the Agreement specifies that if resources do not
exist any longer, both State Parties may discuss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hereas unless there is no proof of the
non-existence of resources for the termination, the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or 50 years.

-

That is, since a State Party claiming the absence of resources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o it implies that when a State does not authorize
concessionaires for the reasons of the absence of resource and
economic feasibility, it should be obliged to prove it.

▸There could be negotiations not only to resume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ut also to extend the validity period. The
revision of the Agreement could be discussed.
-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centives and means to induce Japan
to participate in the joint development through a variety of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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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easures to Us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Agreement, if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oth State Parties may institute an application for the arbitration
to request to settle the dispute.
-

The Agreement expects the arbitration committee, i.e. the
arbitration procedure,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and the
arbitration committee consists of an arbitrator appointed by
each of party and a third arbitrator appointed by those
arbitrators (arbitration by three members).

-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ther State Party does not
cooperate in appointing an arbitrator when one State Party
institute an arbitral submission. Since the Agreement does not
elaborate any measure to choose an arbitrator when one State
Party does not appoint an arbitrator. So Korea cannot assure
to institute the arbitral proceedings under the Agreement.

-

But in actually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considers itself as a peace-loving State. So Japan is expected
to cooperate in an arbitration proceedings. So there still is a
need to arrange the circumstances for Japan not to deny the
arbitral proceedings.

▸We can us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n this case,
we can claim that Japan has violated Article 83(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 in after
“UNCLOS” about joi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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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State Parties are obliged to make an effort to conclude
provisional agreement with a practical nature pending the fin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t is not simply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but also for mutual cooperation
until the final maritime delimitation is determined.

-

Unless Japan cooperate for the Agreement, we may claim that
it is violating Article 83(3) of the UNCLOS.

-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subject of the dispute
is not the violation of Agreement by Japan but the violation of
the UNCLOS.

D. Possibility of Unilateral Exploration

▸For the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by Japan, we
may request Japan to stop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Agreement, Japan shall be obliged
to grant mining concessions, and not doing so constitutes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

If we continue to call Japan to implement the Agreement,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Japan to violate the Agreement.

▸If Korea is qualified to invoke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the Agreement, Korea can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Agreement in part and we, in some specific situations, justify
ourselves to push ahead with the unilateral exploration.
-

Regarding Article 31 specifying the validity period (50 years) of
the Agreement, we could claim the suspension of Japan’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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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notify of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nd in this case,
the Agreement may not be terminated even after 2028.
-

For the reason of Japan’s noncompliance with and violation of
the Agreement, we may claim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60,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in this case, the JDZ is turned into an area for
which the unilateral exploration is allowed without the
restriction of ‘joint’ development.

-

In this case, South Korea may conduct the unilateral exploration
and propose to Japan that it would bear the exploration costs
and profits together when the profits occur.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A. Suggest measures to establish an internal response system

▸There are two ways to establish an internal arrangement to
respond properly to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on
continental shelf; one is to utilize the Committee under the
Submarine Intern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nd the other
is to allow other upper institutions to directly control this matter
including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The Submarine Resources Development Act stipulates that ‘The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Submarine Mineral Resources’
should appoint the chairman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ith its committee members designated by ⅰ)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ⅱ)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ⅲ)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ⅳ)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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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intervention by upper institutions (such a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necessary rather than organizing a federation at the level of
government departments. At the same time, organizing a
separate task force or private joint committee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go hand in hand.

-

In this context, roles of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and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should be enhanced for actively supporting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activities. In addition,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mining concession holder.

B. Suggest strategies for joint development negotiations against
Japan

▸Through pushing forward the talks for joint development against
Japan, it is necessary to draw cooperation, taking it as a starting
point to respond for the next stage.
-

South Korea should notify the authorization of concessionaires
on our side, while requesting the authorization of concessionaires
of Japa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all for the opening
of the Commission.

-

In line with this, we should deliver a diplomatic correspondence
specifying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a State Party under the
Agreement to authorize concessionaires, holding the Committee
and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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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end a message that
Japan’s activity of not designating mining concession holders,
could be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Committee must be opened to discuss the resumption of
the Agreement
-

Designating director-level person to national member of the
Committee is desirable to proceed working-level discussion and
make decision with a certain weight of responsibility.

-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outh Korea,
it can be a valid decision to designate those corresponding to
the following positions to two national members of the
Committee; Director for the Energy and Resources Policy
Division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Director
General for Energy and Resources Policy) or Deputy Director
General of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 or
International Legal Affairs Bureau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would be good to raise the issue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s an agenda for the bilateral
‘Summit meeting’.
-

The Korea-Chin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f 2015 was
a representative case that the Korea-China Summit provided
certain solutions relevant to maritime issues.

-

Although it might be difficult to reach a certain agreement
through summit meeting,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call for
resuming and vitali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t the head of the st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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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ing’ the negotiation as well as the negotiation itself
including legal and technological aspects.
-

Prior to the actual negotiation, it is essential to check the
followings; re-review of preceding data on exploration,
discussing the authorization of concessionaires and subzones to
be designated for mining areas for exploration.

-

Selecting subzones with holding concessions should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 It is favorable to us that all subzones
should be granted with concessionaires. However, designating
promising subzones (subzone 2 and subzone 4 and more) with
concessionaires is a considerable option.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sea areas in which
the 3D seismic exploration will be conducted prior to the
negotiation.

C. Suggest strategic measures in case the negotiation fails

▸There are two ways for dispute settlement by seek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UNCLOS or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following claims can be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of the
Article 26 of the Agreement.
-

First, South Korea can make a claim that Japan’s conduct of
not authorizing concessionaires is the violation of several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

Second, South Korea is able to clarify the possibility of significant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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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go through the preparation works for

loss as it is unable to push ahead the joint development due
to Japan’s noncompliance with the authorization of concessionaires,
while lodging a claim for damage. Furthermore, Korea is able
to make the so-called ‘claim for future performance’ for
charging future profits in case that oil resources are developed.
-

Third, South Korea can make a claim for partial suspension of
the Agreement due to Japan’s violation, in other words, the
suspension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31 Section 2
concerning the validity period.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make a claim for the confirmation that the validity period has
not proceeded.

-

Fourth, South Korea can make a claim for partial suspension
of the Agreement resulting from Japan’s violation of the
Agreement, while placing a claim to confirm that the relevant
sea areas have changed to the sea areas available for unilateral
exploration and drilling.

▸When referr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Part
XV of the UNCLOS, it is possible to consider utilizing the
compulsory concil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 1 (a)
(i) of Article 298.
-

If we follow the decision from the Conciliation between East
Timor and Australia (2016), disputes authorized by the tribunal
in pursuit to the Section 1 (a) (i) of Article 298 includes issues
concerning the Article 83, Section 1. Therefore, dispute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an be submitted
to the compulsory conciliation.

▸It is necessary to suspend the Agreement so as not to proceed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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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not enjoying the benefit of relief by taking too much
time from utiliz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validity period, applying for temporary measures.

-

South Korea able to attempt to the arbitration, which i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Agreement. If Japan is not
cooperative to the arbitration, South Korea is able to consider
unilateral exploration on our own.

D. Suggest measures on the final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W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reaches a stalemate,
South Korea should review measures to prepare for the final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

For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priority of
importance should be given to securing more sea areas or
securing economic benefit or others.

-

If the priority is given to sea areas, it is feasible to secure as
many sea areas as possible under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of South Korea on the grounds of the Agreement and the
presence of resources with economic feasibility.

-

On the other hand, if the priority is given to resources, it is in South
Korea’s interest to participate in resource development by concluding
as many agreements for the joint development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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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ity period (50 years). The suspension would prevent the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This study review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Agreement,
presenting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

Having examin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Agreement
for the past four decades, this study suggested that Japan’s
violation of the Agreement can be mattered

-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to authorize
concessioanries while calling for its compliance.

▸The study provides a roadmap for resum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for the future. In addition, it presented what
South Korea should do during the negotiation, analyzing
international factors that can affect to the negotiation.
-

Having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gain, the study
went through measures for implementing a new joint
development agreement. Furthermore, it provided impacts and
countermeasures having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in the future.

-

The study reviewed China’s position on the Agreement and
development zones, providing responsive measures.

▸In case that the negotiation breaks down, the study presents
legal methods (international tribunal etc.) and relevant countermeasures
that South Korea is able to take.
-

When the negotiation falls apart, South Korea is able to proceed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If the case goes to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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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ignate counsels.
-

Taking the final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into
account, this study reviews and provides Korea’s policy options
on how to push for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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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it is necessary to appoint a judge for arbitratio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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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28년 종료 예정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978년 발효 이후 2010년까지 한･
일 양국은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그보다 낮은 단계인 연구 차원의
협력을 진행해왔다. 1979~1987년 1차 탐사기간, 1991~1993년 2차
탐사기간, 2001~2004년 3D 탄성파 탐사, 2006~2010년 민간 단계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탐사기간에는 실제 굴착을 하였으
나 성과가 없었다. 이후 탐사 활동은 2000년이 넘어서 이루어진다.
2002년 8월에 이루어진 3D 탐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탐사굴착은 1
차 탐사기간에 이루어진 이후로는 한 번도 탐사굴착이 이루어진 적
이 없다. 1차 탐사기간의 자료와 2002년 3D 탄성파 탐사 자료를 토
대로 한 한·일 간 공동 연구의 경우에도 한･일 간 의견 차이로 실제
공동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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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양국 정부가 공동물리탐사 계약을 맺고 3D 탄성파 탐사를
시행한 이후로는 정부 차원에서 협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정은 그 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석유자원 부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
이며, 이를 구실로 일본 측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
라는 현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1소구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
를 2009년 조광권자로 지정하였으나, 유효기간이 8년인 탐사권이
2017년 6월 종료하여, 현재 조광권자가 없는 상태이다. 2018년 2월
호주와 동티모르가 공동개발협정을 종료시키고 결국 중간선을 기준
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했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사례이지만 이
를 한국-일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공동개
발구역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 해양질서가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일본은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이 나오고 그 영향으로 당시 국제사회
에서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러한 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본 쪽
에 치우쳐져 설정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의 법질
서와 법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연안국에 200해리까지의 대륙붕을 보장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되면서 국제판례는 두 국가 사이 해양의 폭이 400해리 미만이
되는 해역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경향을 나
타내게 되었다. 또한 201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유사한
호주-동티모르 사이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서 두 국가 간 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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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대략적으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획정을 완료하였다는 사
실은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동티
모르 공동개발구역은 한국-일본 사례와 유사한 해양지형 위에 설정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사례인데, 결국 호주-동티모
르가 공동개발협정을 종료시키고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함
으로써 호주는 공동개발구역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
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2028년 협정 종료 시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추후 해양경계획정에서 유리하므로
최대한 공동개발 활동에 협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을 통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
행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절실한 상
황이다.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
상 조치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분쟁해결 조항 등의 검토를
통하여 파악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과 선택지를 곰곰
이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재개 및 현실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관행과 해당 국제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이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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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이다. 특히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제 내에서 우리나
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일본의 협력을 얻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종료까
지 10년이 남은 시점에 이행 추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내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따른 해저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협정과 관련한 협상 및 국제법적 대응책 마련은 외교부가 소
관 부서이다. 동시에 해저자원의 탐사를 위해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유관기관이 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중앙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은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
적인 관심도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적 기
준에서 보아도 설득력을 얻기 힘든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본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일본의 협정 불이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펼
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이 사안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이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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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 제고를 위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경과 및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1978년 발효 이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이 협정을 이행해왔는지를
분석하고 동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입
장을 파악한다(제2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저자원개발과 관련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원 탐사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 및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저자원개발 장비 및 기술 수준
에 대해서 검토한다(제3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위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수단을 파악한다. 협정의 이
행을 위하여 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 국제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 전제로서 일본의 조광권자 미정이 한･일 대륙
붕 공동개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한다(제4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수단이 여럿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대응수단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체제
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국제정치적 상황상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대
응수단도 있다. 따라서 대응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대응수단
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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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수행 체계도
제1장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배경,
협정문 내용, 이행의 역사 및 현황 검토

제3장

 해저자원개발의 절차 및 기본요건 검토
 해저자원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체제 구
비 현황 및 실제 개발 역량 검토

제4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책 검토

제5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대응책 현실화를 위한 전략 마련

제6장

 결론

이행재개

국제법

2. 연구 방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재개를 위해서 현재의 이행상황
을 파악하고, 현재 관련 조약의 해석을 토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수단을 검토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내외 문헌조사가 필수적
이다. 1차 문헌인 법규정, 조약문, 국제판례, 우리나라 정부문서를 도
서관, 인터넷 자료, 국가기록원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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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실천 전
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실제적인 정책지원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한 해양관
할권 및 해양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중앙부처와 실무자를 대상
현안자문 및 정책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안의 특성상 대외
비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문과 정책지원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하였으
며, 대외비 문서 역시 대외비 관리 체제에 맞게 자료를 조사 분석하
였다.
해외 공동개발협정 관련 주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회하였다(2018년 9월 20일). 해외 사
례 연구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하여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주
요 공동개발 관련 국제전문가를 초청하였고 이들을 통하여 한･일 대
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양법 학자를 초청하여 일본 학자가 바라보고 있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해양법정책 전
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공
동개발협정 담당 기관 및 담당 실무기관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도
연구 자문을 실시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문의 내
용 및 체결 이후 초기 이행 현황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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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비책 마련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황
이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협정문에 대한 연구 성과 및 협정문 체결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교섭 상황 및 협정 체결의 성과 등을 검토한 연
구는 다수 발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추후 정책적 선택지를 검토
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
2017년 KMI 적립금 사업으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사례 검토 연
구」(연구책임자 최지현)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른 국
가의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목표인
반면, 이번 연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대응 체계 수립이 목
표이다.
2017년 KMI 과제는 다른 국가들의 공동개발협정 이행 상황을 점
검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동시적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발굴이 목
표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1-2> 선행연구의 검토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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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과제명 :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연구자(년도) : Hazel Fox 등,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1
Comparative Law (1989)
연구목적 : 전 세계 해양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개발협정 사례 분석 및
공동개발협정 유형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조사
공동연구
사례연구

 공동개발협정의 기본 개념
 공동개발협정의 유형화 및 유형
별 사례 분석
 공동개발협정 모델 협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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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과제명 : Report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under
Article 74(3) and 83(3) of
UNCLOS in respect of
Undelimited Maritime Areas
연구자(년도)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6)
연구목적 : 유엔해양법협약
2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과 당사국의 의무 및
경계 미확정 지역에서 개별
국가의 공동개발협정 사례
분석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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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공동연구
사례연구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과 제83조 제3항의 체계적 해석
 지역별 공동개발협정문의 분석
 개별 국가들의 관행 분석
(그러나 협정 문 분석 이상의 것
으로 나아가지 못 함)

문헌조사
공동연구
사례연구

 호주-동티모르 공동개발협정,
말레시아-태국 공동개발협정,
말레이시아-베트남 공동개발협
정 등 검토
 개별 국가들의 협정 이행 상황
및 실제 천연자원 개발 상황 검
토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검토

* 일본 정부가 영국 학회에 금전
지원을 하고 그 금전 지원에
따라 연구팀이 꾸려진 뒤 제출
된 보고서
과제명 :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사례 검토
연구
연구자(년도) : 최지현 외 <KMI
적립금 연구사업> (2017)
3
연구목적 : 다른 국가들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상황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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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과 현황
제
2
장

제1절 협정 체결 배경
우리나라는 1966년 영일만 해역의 대륙붕에서 처음으로 탄성파 탐사
및 자력탐사를 실시했다. 그 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1) 산하의 동부 아시
아 지역 국가 간 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해저 광물자
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shore Areas, CCOP)
의 중계로 미 해군 해양연구소팀에 의해 1968년도에 서해와 남해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륙붕 전역에 대한 항공 자력탐사와 개략적인 물
리탐사를 실시하였다.2)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 에머리 보고서이며
1) 1974년 3월 ECAFE 총회에서 ESCAP으로 개명하였다. 이로써 현재 명칭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or ESCAP)이다. 현재 유엔 방콕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의 주요 기관인 유엔경
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그 부속기관으로 5개 지역 위원
회(commissions)를 두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바로 UNESCAP이다. 유엔 본부의 지휘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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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머리 보고서가 우리나라 대륙붕 해저에 석유 및 천연가스의 존
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3) 이 보고서가 발간되자 본격적으로
미국의 텍사코, 걸프, 네덜란드의 쉘 등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륙붕
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69년 12
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1970년 1월 1일 이를 시행하
였다.4)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970년 5월에 현재 ‘한･일 대륙
붕 공동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7광구와 5광구 일부를 설정하
였다. 이에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방적인 처사라고 항의하였
다. 우리나라는 7광구를 설정한 것이 ‘대륙연장론’에 근거한 국제법
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하였다.5) 이에 대해서 일본은 대륙붕 경계선
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서울에서 열린 3차의 회의 동안에
‘중간선을 주장하였다. 결국 197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중복되어 있는 해역에 대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
한 공동개발을 실행하자는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서
1974년 1월 30일에 동해 남쪽과 남해 동쪽으로 북쪽지역에 대해서
는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6)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7)이 체결되었다.
2)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15년사｣ (청산문화사 , 1994), p. 146.
3) Emery et al.,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UNECAFE, Comm.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Tech. Bull. 2, 1969,, p. 41.
4) 한국석유개발공사, 앞의 책, p. 147.
5) Ibid., p. 148.
6)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포함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with Agreed Minutes).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
7)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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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4년 12월 17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었으나 일본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불만, 그리고 중국의
항의 등을 고려하여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지게 되었다. 결국 4년을
일본 국회에서 끌다가 1978년이 되어서야 일본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었고, 1978년 6월 22일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이 협정이 발효되
었다.
제
2
장

제2절 협정의 내용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협정 제31조 제1항)이
발효됨에 따라 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한 협정에 따라서 발효기간, 즉
유효기간이 1978년부터 2028년까지 최소 5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협정 제31조 제2항). 5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면
50년이 되는 해부터 종료할 수 있는 종료통고권을 양 당사국에 주었
으며, 종료하려면 3년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협정 제
31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2028년 종료가 가능하므로 2025년에 종
료통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정은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
역 좌표를 표시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의 1개의 합의의사
록(협정의 합의의사록) 및 3개의 교환각서(굴착의무에 관한 각서교
환, 해상충돌방지에 관한 각서교환, 해수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각서교환)가 있다. 한･일 양국은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서 탐사권 및
채취권을 가지는 조광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광권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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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탐사 및 채취권을 가지고 있다(협정 제3조, 제4조, 제10
조).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이전에 에머리 보고서의 영향으로 「해저
광물자원개발법」(법률 제2184호, 1970년 1월 1일 제정)을 이미 제정
하였고, 이에 따라서 조광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이후 그 이행을 위하여 특별법을 채택하
였다.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
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
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
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쇼와 53년 법률 제 81호)으
로 이름 붙여진 이 법률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의 천연자
원(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만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두 국가의 조광권자들은 운영계약8)을 체결해야 하며, 운영계약을
통하여 ‘운영자 지정’ 등에 대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운영자’
는 운영계약에 따라서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
한다(협정 제5조). 운영자는 조광권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국가(한국, 일
본)가 나서서 협의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래도 지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협정 제6조). 두 국가의 조광권
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생산한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분배받을 권리
8)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5조 제1항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운영계약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b) 운영자의 지정
(c)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d) 어업상 권익의 조정
(e)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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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로 소요된 비용은 두 국가의 조광
권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협정 제9조). 탐사권의 존속기한은 8년이
지만 채취권의 존속기한은 30년이다. 상업적으로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혀지면, 조광권자는 채취권을 신청하고,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협의하고 지체 없이 동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
다(협정 제10조). 조광권자는 두 당사국 사이에서 체결될 별도의 약
정에 따라 탐사기간 중 수개의 유정을 굴착할 의무를 부담한다(협정
제11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를 한국과
일본이 채택하였으며 이 교환각서는 탐사기간마다 새롭게 체결하여
왔다. 다만 협정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굴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각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할 최소한의 유정수는 운영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기간 중 2개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협정 제11조).
조광권자는 6개월 이내에 작업에 착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탐사권
이 설정되었거나 채취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지 못
한다(협정 제12조). 조광권자는 조광권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의무를
부담한다.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원래의 소구역의
25%를, 6년 내에 동 소구역의 50%를, 8년 내에 동 소구역의 75%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협정 제13조).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광권자의 조광권이 취소된다(협정 제14조). 조광권자 일
방의 조광권 전체를 포기하거나 조광권이 취소된 경우에 남은 조광
권자는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할 때까
지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동 잔여조
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 위험부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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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항 및 기타 관련규정의 조건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
를 수행할 수 있다(협정 제15조). 이를 단독위험부담조항이라고 한
다.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에 대한 각 당사국의 법규적
용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해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동 천연자원의 몫은 동 당사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 대륙붕에서 산
출된 천연자원으로 본다(협정 제16조). 따라서 개별국가의 주권적 권
리가 미치는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생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
지므로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된다(협정 제16조).
이외에 사이에 광상에 걸쳐서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구
통합(unitization)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
정상의 분쟁, 즉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 즉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교섭을 통하여서
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
회에 결정을 회부할 수 있다(협정 제26조 제1항, 제2항). 분쟁의 중재
를 요구하는 일방당사국의 각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
일의 기간 내에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제삼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후 30일의 기간
내에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동 기간 내에 동 2
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한 제삼국 정부가 임명한다(협정 제26조 제2
항). 이 경우 분쟁을 제기당하는 상대방이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재위
원회가 강제로 구성될 수는 없다.
이 협정 내 규정은 공동개발구역 내 어느 국가의 대륙붕이나 배타
적 경제수역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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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는 안 된다(협정 제28조). 또한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협정 제
29조).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한다(협정 제30조). 그 밖에도 협정은 조광권 허가 후 6개월 내 운
영계약 효력발생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제5조 제3항), 조광권자
간 운영자 지정에 대한 합의 실패 시 당사국 간 협의의무(제6조 제1
항 후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시행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유지하도록 하고(제
24조~제25조),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이 협정의 이
행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며(제29조),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
든 국내조치를 취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이러한 규정들은
협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의 신의성
실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이라 할 것이다.

제3절 이행상황
1. 1차 탐사기간
1970년 1월 1일 한국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였다. 이어
서 같은해 5월 30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한반
도를 둘러싼 바다를 7개의 광구로 나누어서 설정하고, 현재 한･일 대
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존재하는 해역을 ‘7광구’로 하였다. 이에 대해
서 일본 정부는 9월 14일 7광구 전부와 5광구 일부를 설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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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방적 행동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 간 협의를 요청
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8월 17일 한국의 광구 설정 행위는 한반도의
자연적 연장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있다
고 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70년 11월 4일부터 72년 2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대륙붕 경계
선 문제에 관한 실무자협의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연
연장론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중간선을 주장하였다. 1972년 4월 25
일 일본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조정이었고, 다
른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었다. 결국 1972년 9월 제6
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공동개발 원칙에 합의하고 7광구 및 5
광구 일부를 공동개발구역이 되도록 하였다.9)
이후 양국은 1972년 10월부터 73년 7월 9차에 걸친 실무자 회의
를 통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문안을 채택하고, 1974년 1
월 30일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4년 12월 17일 한국은 국회의 비
준 동의를 얻었으며, 1977년 6월 9일 일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
었다. 1978년 6월 14일에는 일본이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
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일본 내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10)
1978년 6월 22일 양국이 비준서를 동경에서 교환하고 이 협정을 발
효시켰다.
제1차 탐사기간은 1978년 5월 18일부터 1987년 5월 17일까지 8년
동안이었다.11) 한국과 일본의 두 정부가 양국 조광권자의 운영
9) 국가기록원 CA0012439,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관계철(공동위원회),
1987, pp. 9~11.
10) Ibid., p. 10.
11)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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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승인하였다. 협정상 조광권자 간 운영 계약이 양국 정
부의 승인을 받으면 탐사기간이 개시된다(제5조 제2항). 1차 탐
사기간 동안은 소구역을 9개로 나누었다(Appendix).

<그림 2-1> 1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도 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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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자료: 국가기록원 CA0012420 제5차 한일 공동위자료 1978~1985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당시 2소구역, 3소구역, 4소구역, 5소구역, 6소구역의 한국 측 조
광권자는 텍사코였으며, 일본 측 조광권자는 일본석유였다.12) 1985
12)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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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7일 텍사코는 5소구역에 대해서 조광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1986년 3월 20일, 한국석유개발공사, 경인에너지를 5
소구역 조광권자로 지정하였으며 그 조광권자의 탐사기간은 1차 탐
사기간 종료시인 1987년 5월 17일까지로만 한정하였다. 7소구역에
대해서는 한국 측 조광권자는 코암(KOAM)이었으며, 일본 측 조광권
자는 일본석유였다. 8광구의 한국 측 조광권자는 코암이었으며, 일본
측 조광권자는 제국석유였다. 1986년 6월 21일 8소구역 조광권자였
던 코암과 제국석유가 모두 조광권을 포기하였고, 한･일 양국은 새
로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1소구역과 9소구역을 한국 측 조
광권자는 코암이었으나,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표 2-1> 초반부 조광권자
소구역

한국

일본

1

KOAM

미지정

2

Texaco

일본석유

3

Texaco

일본석유

4

Texaco

일본석유

5

Texaco

일본석유

6

Texaco

일본석유

7

KOAM

일본석유

8

KOAM

제국석유(Teikoku Oil)

9

KOAM

미지정

자료: 국가기록원, CA0012420,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제5차 한일공동위자료 (1978~
1985년), p. 11 토대로 작성

협정에 따르면 8년간의 최소 굴착수를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정하
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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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2개 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협정 제11조 제1항). 한･
일 양국은 1차 탐사 기간 동안 협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굴착의
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조광권자들은 8년 동안 5소
구역과 7소구역, 8소구역, 1소구역 그리고 9소구역에 대해서 11개의
굴착공을 팠다.13) 이 각서에 따라서 1기(1979년 5월 18일~1982년 5
월 17일), 2기(1982년 5월 18일~1985년 5월 17일), 3기(1985년 5월
18일~1987년 8월 17일) 동안 조광권자들은 5소역에서는 각각의 1기
에서 3기까지 매 기수마다 한 개의 굴착공을 굴착할 의무를 부담하
였다. 7소구역에서도 조광권자들은 동일하게 매 기수마다 한 개의
굴착공을 굴착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8소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8소구역에서는 제1기에서는 굴착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1소
구역 그리고 9소구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매 기수마다 한 개의 굴
착공을 굴착할 의무가 부과되었었다.

<표 2-2> 후반부 조광권자
소구역

한국

일본

2
3
4
5
6

Texaco -> 한국석유개발공사 + 경인

일본석유
일본석유

7

KOAM

일본석유

8

KOAM
(조광권포기 86.6.21)

제국석유(Teikoku Oil)
(조광권포기 86.6.21)

1, 9

KOAM

미지정

자료: 국가기록원, CA0012420,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제5차 한일공동위자료 (1978~
1985년), p. 11 토대로 작성

13) Ibid., p. 11.

21

제
2
장

굴착의무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1소구역과 4소
구역의 경우 5소구역과 동일한 조광권자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과
실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5소구역의 조광권자들이
명목상 1~4소구역의 조광권자로 임명되었으나, 실제 굴착 의무를 부
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소구역의 크기가 너무 소
략하여 조광권자들이 굴착을 진행하기에 경제성이 안 맞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2-3> 굴착의무에 관한 각서에 따른 의무 굴착수
소구역

제1기

제2기

제3기

합계

5

1

1

1

3

7

1

1

1

3

1

1

2

1,9

8
1

1

1

3

계

3

4

4

11

자료: 국가기록원, CA0012420,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제5차 한일공동위자료
(1978~1985년), p. 12 참조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에 따르면 1기 탐사기간 동안 탐사실적은 5
소구역, 7소구역, 8소구역에서 각각 3,565km, 4,924km, 1,495km를
탐사하였다.14) 실제 시추는 5소구역에서 3개공, 7소구역에서 3개공,
8소구역에서 1개공을 굴착하였다.15) 5소구역 내 JDZ V-1공에서 약
간의 가스를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7소구역 내 JDZ VII-1, JDZ VII-2 공에서 약간의 가스가
발견이 되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8소구역에서

14) Ibid., p. 227.
15) Ibid.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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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징은 발견되지 못하였다. 전체 물리 탐사결과 유망구조를 23개 확
인하였으며, 1소구역과 9소구역에서는 일본측 조광권자가 지정되지
않아 탐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17)
일본의 어업조합 측과의 어업 조정 어려움으로 사실상 탐사 작업
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실제 탐사가 가능한 기간은 5~7월 정도로 3
개월 기간에 불과하였다.18)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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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탐사기간
일본은 9개 소구역에서 5개 소구역으로 소구역을 줄인 안을 1차
탐사기간 종료 후 2차 탐사를 위해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당초
위도 및 경도에 수직하게 소구역을 주장하였으며 소구역 역시 5개
소구역으로 줄여서 제안하였다. 결국 일본이 제시한 2소구역을 위도
31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2소구역, 4소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 소구
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기로 한･일 양측이 합의하였다.19) 또한 굴착의
무 공수도 총 7개 공으로 4소구역에 대해서만 2개공을 굴착할 의무
가 있으며, 나머지 1, 2, 3, 5, 6소구역에 대해서는 1개 공을 굴착할
의무만 부과되었다. 이렇게 굴착의무 공수가 줄어든 것은 조광권 유
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굴착 의무 공수를 최대한 줄인 것에 기
인한 것이다.20)

17) 국가기록원, CA0012420,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제5차 한일공동위자료
(1978~1985년), p. 11.
18) Ibid., p. 13.
19) 국가기록원 CA0012439, 위의 문서, p. 98.
20) Ibid.,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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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도 중첩도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5월 25일, 「丁 산자, 일측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공동시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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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차 탐사기간 굴착의무 공수
소구역

제1기

제2기

제3기

합계

1

-

1

-

1

2

-

1

-

1

3

-

1

-

1

4

-

1

1

2

5

-

1

-

1

6

-

1

-

1

계

0

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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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기록원, CA0012420,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제5차 한일공동위자료
(1978~1985년), 220쪽 및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 각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2차 탐사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굴착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1차 탐사기간 종료 이후 우리나라는 1989년 8월 14일
BP(British Petroleum)와 석유개발공사(혹은 PEDCO Korea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가 조광권자로 참여하였다.21) 일본은 신
일본석유개발(NOEC, Nippon Oil Exploration Co. Limited)을 1991
년 2월 1일 조광권자로 지정하였다.22) 각국의 조광권자들이 조광권
자로 참여하는 것은 2차 탐사기간에 새롭게 설정된 제2소구역과 제4
소구역 두 개의 소구역이었다. BP와 석유개발공사는 한국 측 조광권
자였다. 이어 신일본석유개발은 일본 측 조광권자였다. 2소구에 대해
서는 BP가 40%, 석유개발공사가 10%, 신일본석유개발이 50%, 4소구
역에 대해서는 BP가 35%, 석유개발공사가 15%, 신일본석유개발이
50% 지분으로 탐사권 설정을 등록하였다.23)
21) 국가기록원, CA0012420, 위의 문서, p. 4, 190.
22) Ibid., p. 4.
23)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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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6월 26일 한･일 조광권자 사이에 운영계약이 체결되었
다.24) 운영권자는 제2소구와 제4소구에 대해서 모두 BP가 운영권
자였다. 같은 해 9월 25일 운영계약이 승인되어 발효되었다.25) 협
정 제12조에 따라서 1991년 9월 25일로부터 6개월 후인 1992년 3
월 25일까지 작업을 착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의 조광권자
들인 1991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방콕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고 1992년 2월부터 8월까지 기존 탄성파 탐사자료의 재전산처리
및 해석작업을 진행하고, 1992년 9월~1993년 12월 사이 적절한 시
기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전산처리 후 해석작업을
수행하기로 계획했었다.26) 이러한 스케줄에 따르면 1992년 3월 25
일까지 작업을 착수할 수 없게 되자 한･일 양국은 1992년 3월 10일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6개월에 개시하여야 하는 ‘작업의 착수’
란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27) 따라서 현시점에서 1차 탐사기간 동안의 탄성파 탐사 자료
를 전산처리 이후 해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협정 제12조의 ‘작업’
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기존 자료를 전산 재처리하고 이를 해석
하는 것은 탄성파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작업 착수 기간을 6개월 연장하
였다.28)

24) Ibid., p. 4.
25) Ibid., p. 8.
26) Ibid.
27) Ibid., p. 26.
28)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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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2년 9월 17일 공동 연구 결과 유전발견 가능성이 희박하
다고 결론을 내렸다.29) 이에 2차 연장을 신청하여 9월 25일부터 다
시 6개월이 연장되었고, 1993년 3월 31일 광구를 부분 반납하였다(2
소구 96%, 4소구 76%).30) 이후 1993년 6월 24일에는 광구 완전반납
및 조광권 포기를 신청하고, 9월 25일 조광권을 포기하였다. 협정 제
13조 제5항이 2년이 지난 뒤에는 전 소구역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
참고해야 할 것은 1993년 9월 17일 한국 동력자원부 회의실에서
양국 간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광구 포기 사유로 어느 정
도 개발 가치는 있지만 현재 유가로는 경제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었다.31) 다만 양국은 협정 전체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가상승 등 개발 여건이 호전되어 새
로운 조광권자가 나타날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다시 개발에 착수하
기로 하였다.32)

3. 3D 탄성파 탐사
2000년 들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속한 제주분지상에 존
재하는 중국의 핑후유전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 부존가능성이 높아지자 석
유공사는 네덜란드의 쉘사와 공동으로 탐사 자료 평가를 실시하였

29) Ibid., p. 169.
30) Ibid., pp. 169~170.
31) Ibid., p. 203.
32) Ibid.,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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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이곳에서 석유 부존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 추가 정밀
물리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본 측을 상대로 공동탐사를 제기
하였다.34)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자원부는 2001년 12월 14일 개최된
‘한･일 산업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채택하고
일본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석유･천연가스 공동탐사 원칙에 합의하
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35) 이후 양국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와 일본석유공단(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 JNOC)을 각각의 사업자로 지정하였다.36)
양사는 2002년 8월 1월 양사 간의 공동물리탐사 계약(JSOA)을 체결
하고,37) ‘유망지역에 3D 탄성파 탐사 공동실시’를 합의하게 된다.38)
다만 ‘양해각서(MOU)’와 ‘공동물리탐사 계약(JSOA)’의 원본은 확인
할 수 없다. 2002년 8월 1일 체결한 운영계약(JSOA)에 따라 제2소구
에서 약 503㎢의 3D 탄성파 탐사자료 취득, 전산처리 및 해석을 수
행하였다.39) 3D 탄성파 탐사 구역은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석유공단(JNOC)은 국제 자원개발시장 변화와 해외자
원개발산업 구조 개편을 이유로 2005년 천산되었다.

33)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5년사｣ , 명성종합기획, 2005,, p. 173.
34) Ibid.
35) 국가기록원, DA004992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 아주협력과, 무역투자실 아주협력과, 제4차 투
자촉진협의회(2001년), pp. 54~60.
36) 당시 조광권자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로 지정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공동물리탐사 계약(JSOA)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조광권자
끼리 맺는 운영계약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37)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5년사｣, 명성종합기획, 2005, p. 173.
38)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5월 25일, 「丁 산자, 일측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공동
시추 제안」.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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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3D 탄성파 탐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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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2년 8월 1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조사 실시」

4. 민간 차원 협력
2004년 3월 12일 한국석유공사, 일본석유공사(JNOC) 간 운영위원
회가 개최되었으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유망지역 탄성파 탐
사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5개 유망구조가 있고
13개 잠재구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더 나아가 3,600만 톤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 결과까지 내놓았다.40) 일본석유공사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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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5개 유망구조와 다수의 잠재구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
한 입장을 취하였다.41) 다만, 경제성 측면에서 일본은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
하였다.42) 그 후 일본 국영 석유개발업체인 일본석유공사(JNOC)는
2005년 법인을 청산하게 된다.43)
다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측과 일본 측이 공동연구를 수
행하였다. 새롭게 탄성파 탐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기존 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측은 석유공사가 참가한 반
면 일본 측은 민간기업들이 참가하였다.44)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80년대 탐사자료와 2002년 탐사자료를 가지고 공동연구를 수행했
으나 양국이 내린 결론이 판이하게 달랐다. 2010년 3월 일본 측은 석
유자원 부존가능성이 낮다며 공동연구 종료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
리나라는 부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 측은 부정적
으로 해석하면서, 2010년 3월 공동연구도 중단되었다.45)

<표 2-5> 한･일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연구 성과
기 간

참여사

내 용

성 과

2004.
10~2005. 6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Teikoku

Regonal G&G Study in JDZ,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2개 유망구조 도출
(Fugu, Hirame)

41) Ibid.
42) 10년 국정감사_강창일위원_한국석유공사, 「제7광구(JDZ: 한･일공동개발구역), 이대로 방치할
건가?」
43) 머니투데이, 2009년 5월 12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사업 표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51216455822926&outli
nk=1(검색일: 2018. 4. 11).
44) 10년 국정감사_강창일위원_한국석유공사, 앞의 자료.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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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참여사

내 용

성 과

2007.
3~2007. 8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JDZ Oil Seepage 분석

근원암 부존 및 active
charge 포텐셜 확인

2008.
11~2009. 3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퇴적모델 도출을 위한 JDZ
지역 순차층서학 연구

퇴적시스템 및 저류층
발달 양상 규명

2009.
9~2010. 3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JDZ 지역 석유시스템 연구

유망구조 및 탐사리스크
평가

자료: 10년 국정감사_강창일위원_한국석유공사, 「제7광구(JDZ: 한･일공동개발구역), 이대로
방치할건가?」참조

일본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산업자원부가 「해
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10년 단위로 계
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 해정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국가의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46)
2009년에 수립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1986년 제4차 회의 이후 개최가 중단되었던 한･일 공동위원회(협약
46) 해저광물자원개발법(법률 제14679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
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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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석유공사를 우리의
JDZ 조광권자로 지정(2009. 3)하고, 일본 측에 탐사․시추 추진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47) 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광업등
록사무소에 등록번호 제33호로 탐사권 설정을 등록하였다.48)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2010년 EEZ 회담 과정에
서 공동위원회 개최 등 협정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2011년 6월 23일
에는 2+2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민간부문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
였고, 이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에 민간 워크숍을 도쿄에서 개최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 인사가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아 거부하였다.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일본과 대륙붕 경
계지역에 대한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본의 소극적 자세로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 다음과 같은 추진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일본 민간기

관간 공동연구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2002년 실시한 공동 물리탐사
결과 도출된 JDZ 1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계획을 일본정부와
협의한다. 셋째, 한･일 대륙붕 남부지역 공동개발협정 종료(2028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이었
다.49)

47)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년 2월 26일, 「국내 대륙붕개발 본격추진: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09-’18)』수립․시행」.
48)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 해저탐사(조광)권 설정등록 통보(제33호) 2009. 7. 10 등.록
49)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9월,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중 ‘과제7. 주변국과의 국제협
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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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제질서 및 국제정세 변화
1. 변화하는 해양법
1982년 국제사회는 해양법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사
건을 맞이한다. 바로 유엔해양법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우며 해양에 관한 공간적 규율(영해-접속수역
-EEZ/대륙붕-공해-심해저)뿐만 아니라 기능적 규율(해양환경보호해양과학조사-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하여 바다에 관한 모
든 것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서 대륙붕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
였다.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정은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1982년도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명확히
하여 200해리의 대륙붕을 모든 연안국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6조 제1항),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350해리(혹은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까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76조 제4항 제5항, 제7항).
둘째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간선 원칙을 명시적으
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
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하여 획정
하도록 하였다(제83조 제1항).
셋째 EEZ 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안국은 200해리에 관한 권리를 향
유하게 되었다. EEZ와 관련하여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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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협약 제56조 제1항 (a))를 향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석유 및 천연 가스와 관련하여서는 EEZ를 통한 규
율과 대륙붕을 통한 규율이 중첩되게 되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ICJ(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에 관
한 1958년 제네바협약 제6조(중간선)가 국제관습법화 되었는지에 대
해, 제6조의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은 자연연장원칙(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과 형평원칙
(equitable principles)이라고 하였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통
하여 확립된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개념이 적어도 200해리 내에서는
쇠퇴하게 되었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채택되었던 당시에는 대륙
붕의 최대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의
소위 자연적 연장론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되었지만, 1982년 유엔해양
법협약으로 모든 국가가 해저 지형과 상관없이 200해리 대륙붕을 가
지게 된 상황에서 양 해역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해역에서 대
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
기되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가 공평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경계획정 방법으

5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 (1969) para. 10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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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거리 원칙을 어떠한 지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등거
리를 중시하는 그룹과 이를 부인하는 그룹 간의 의견차가 심하였고,
결국 최종까지 타결을 못 보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애매
모호한 규정이 나왔다.51) 그러나 판례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
서 발전해 왔다. 일단 중간선에 상당한 강조점을 둔 것이다. 소위 3
단계 방법론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한 것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국제
재판소가 취한 방식이며 가상 중간선 획정, 관련사정 고려, 반비례성
판단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식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했던 것이다.
이때 처음의 출발선이 중간선이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며 대부분의 경우 가상의 중간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2018년 호주와 동티모르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확정된 해양
경계획정선에 따르면, 양국은 이전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호주 측
남쪽 부분을 해양 경계획정선으로 확정하였다. 즉 두 국가는 중간선
을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했던 것이다.52) 이에 따라서 동티모르
-호주 공동개발 구역은 모두 동티모르의 대륙붕으로 편입되게 되었
다. 우리나라-일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로부
터 뻗어져 나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상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국가
(일본, 동티모르) 쪽으로 치우쳐져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안의 폭이 400해리 이하의 해역이라는 점에서 유
사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에서 중간선을 기준으로 최종 해양경계가
획정되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1)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83조 참조.
52) Treaty between the Democratic Repubic of Timor-Leste and Australia Establishing
their Maritime Boundaries in the Timor Sea 3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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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동티모르-호주 간 최종 경계획정선

자료: 동티모르-호주 해양 경계획정 조약 Annex B 자료: 2017년 8월 동티모르-호주 합의

2. 변화하는 주변 국제정세
2008년 중국과 일본은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하여 상호간에
양해하고 각각 언론보도(press statement) 형식으로 그 결과를 보도
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일중 공동 언론보도
(Japan-China Joint Press Statement) 내용에 따르면 2008년 1월 18
일을 기준으로 양국이 최종적인 해양 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
황에서 상호간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 상호간의 첫 번째 조치로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
다.53) 이에 따라서 두 국가는 첫 번째 조치로 동중국해에 일정 구
역54)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55) 이 지역에서 공동
53) https://www.mofa.go.jp/files/000091726.pdf(검색일: 2018. 11. 28)
54) 29ﾟ31’ North 125ﾟ53’30” East
29ﾟ49’ North 125ﾟ53’30” East
30ﾟ04’ North 126ﾟ03’45” East
30ﾟ00’ North 126ﾟ10’23” East
30ﾟ00’ ’North 126ﾟ20’00” East
29ﾟ55’ North 126ﾟ26’00” East
29ﾟ31’ North 126ﾟ26’00” East
55) Understanding on Japan-China Joint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https://www.mofa.go.jp/files/000091726.pdf(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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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를 통하여 공동개발을 위한 지역을 설정하고 상호 협력의 원칙
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56) 세부적인 사항
은 추후에 합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동 개발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57) 또한 이 언론보도 자료에서
는 중국 기업은 일본 기업이 춘샤오 유전(일본명 시라카바 유전)의
해저 석유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중국법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환영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2-5>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과의 거리

자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58)

자료: KBS 자료화면 캡처59)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더 이상의 협력 활동은 진행하
지 못했다. 추후 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긴
장이 고조되면서 협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 공동개발을 위한 추
후 협력 절차는 진행하지 못한 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외교 관계
56) Ibid.
57) Ibid.
58) https://www.mofa.go.jp/files/000091726.pdf(검색일: 2018. 11. 28).
59) KBS 시사기획 10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2011. 6. 15 방송).
http://mn.kbs.co.kr/news/view.do?ncd=23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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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던 중 2018년 중·일 양국 사이에 새로운 협력의 분위기가 생
겨났다. 2018년 10월 26일, 아베 총리는 2011년 이후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을 열게 된다. 양국이 오랜 기간 동안
긴장 관계에 있던 중에 나온 이 조치는 해양 분야에서도 여러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해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활동을 증
진하는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로 동중국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가동을 약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개발관련 협상 조기
재개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즉 2008년 서로 간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공개하였던 공동개발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합의
를 양국 정상이 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양국 사이 협력을
가로 막았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를 현 단계에서 봉합시킨 뒤 상호간의 협력을 시작한다는 것
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 간의 관계 개선 및 해양에서의 협력 태세가 추
후 한･일 사이 공동개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
든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중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을 추진해서 실제로 석유를 탐사하고
그 개발을 시작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이 해역에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석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궁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깊어질수록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일 대륙붕 개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채택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공동개발구역이 자신의 대륙붕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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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서 중국의 동의 없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상
당한 불만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3. 중국 요인
일단은 중국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출하여 왔다. 1973년 3월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
인은 한국과 미국이 파나마 석유시추선 ‘글로마 4호’를 임대하여 황
해, 동중국해 해역에서 빈번하게 시추 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성명
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0) ‘첫째, 중국은 연안의 해
저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둘째, 중국은 인접국과 황해와 동
중국해의 해양 관할 범위 구획 문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셋째,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외국 석유 회사를 개입
시켜 상술한 지역에서 시추 작업을 벌이는 것에 반대한다. 넷째, 중
국 정부는 이런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보류한
다고 하였다.61)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타결되자 중국은 1974년 2
월 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62) 일단 중
국은 ‘첫째,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 있어 중국은 자연 연장선 원칙
을 주장한다. 둘째,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에 관련 국가들과 협
상을 통해 합의에 따라 경계를 설정한다. 셋째, 일본과 한국이 중국
60) ｢인민일보｣ 참조, 1973년 3월 16일.
61) Ibid.
62)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5),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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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한 채 구획한 ’공동개발구역‘은 중국의 주권을 침범한 행위로
이에 대해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한･일 양국 정부는 이 구
역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개발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과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63)고 하였다.
이후, 1977년 6월 12일과 1978년 6월 26일 중국 외교부는 일본 국
회가 비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양국의 비준서 교환에 대
해,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대륙 영토의 자연 연장이라고 거듭 표명
했고, 중국이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 침범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중국해 대륙붕이 기타 국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중국과 관련 국가들이 협상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밝혔다. 이에 덧붙여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배제한 채 서
명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불법에 무효이며, 어떠한 국가
나 개인도 중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륙붕에
서 독단적으로 개발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64) 이러한 항의는 이전의 항의와 별반 다
를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중국
의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1980년 5월 7일에도, 중국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성
명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게 된다.65)
63) ｢인민일보｣ 참조，1974년 2월 5일,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5), p. 160 참조.
64) ｢인민일보｣ 참조，1977년 6월 14일, 1978년 6월 27일.
65)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국 당국이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시추작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재차 성명
하고, 양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획한 공
동개발구역이 중국의 주권을 침략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서 협정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하였
다. 또한 중국 주권에 대한 침범과 중대한 이익 행동에 절대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구역에서 독단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개발 활동에 참여
해서는 할 경우,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이 해역에
대해서 일체의 당연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인민일보｣ 참조，198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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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
지 않고 있다는 점은 2013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
하면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
국은 모두 200해리 대륙붕을 갖는다(협약 제76조 제1항). 이는 협약
채택 당시 타협의 산물로서 모든 연안국의 자연적 연장이 200해리
를 넘지 않는 국가들과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200해리 밖까지 연장
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절충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200
해리 대륙붕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까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개입하는 것이 대륙붕한계위원회
다. 연안국은 200해리 밖까지 대륙붕이 확장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면 연안국이 설정한 200
해리 밖의 대륙붕 외측 한계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협
약 제76조 제8항). 연안국이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려면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정보를 제출
해야 한다. 정보는 협약 발효 후 10년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제2부
속서 제4조) 협약 발효가 1994년 11월 16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들이 2004년 11월 16일까지 정보 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많
은 국가들이 대륙붕에 관한 정보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
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1년 제11차 회기에서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 문서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위원회가 지침을 채택한 1999년 5월 13일부
터 기산한다고 결정하고 그 제출 기한을 2009년 5월 13일까지로

41

제
2
장

연장하여 확정했다.6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산국의 문서 제출
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업무 역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 5월 13일까지 예비문서만 제출해도 기한 내
에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2008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
국총회에서 결정하였다.67)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12일
예비문서만 제출하였다가 이후 추가적인 과학조사와 분석을 통하
여 2012년 12월 4일 정식문서를 제출하게 된다.68) 이때 중국 역시
동일하게 2012년 12월 14일 정식문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
하게 된다. 중국이 제출한 정식 문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제출한
해역과 정확하게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서 정식문서를 제출하게 된
다. 또한 해당 해역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포함하는 해역
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이 제출한 문서는 일본의 반대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대륙붕한계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 상호간에 서로 항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
는 점에 일말의 위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동일 수역을 대상으로
정식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여전히 한･일 대륙붕 공동개
발구역이 자신의 대륙붕이라는 점을 표명한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
을 것이다.

66)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s) 제46조.
67) UN doc. SPLOS/183(2008), para. 1(a).
68) Partial Submiss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ecutive Summary,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12,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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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한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선

<그림 2-7> 중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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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3년 CLCS 제출 한국 문서69)

자료: 2013년 CLCS 제출 중국 문서70)

69) Ibid., p. 9.
70) Submiss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Nautical Miles in Part of the East China Sea, Executive
Summary,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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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대만)들이 해저 석유
자원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은 소위 에머리 보고서의 역할이 크다.71)
초기에 우리나라는 외국 석유 회사들과 협력 작업을 통하여 해저자
원개발 역량을 키워왔다. 현재는 우리나라 스스로 국내 대륙붕에서
해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제1절 해저자원개발
1. 해저석유개발의 순서
1) 광구권 확보
광구권 획득은 개발·탐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 또는 지분참
71) Emery et al.,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UNECAFE, Comm.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Tech. Bull.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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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계약에 참가하면서 이루어진다. 산유국 정부는 광구 분양 입찰에
대해 공고를 하고 입찰자료를 판매한다. 개발에 관심이 있는 석유개
발회사들은 해당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여기에 자사가 보유
한 자료까지 더해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발회
사들은 매장량과 리스크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발표한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의 자료와 지질조사를 통해 석유부존 가능성을
타진한다. 입찰에 성공하면 광구권을 소유할 수 있는 최소작업물량,
로열티, 세금, 계약연장 조건 등의 계약의 조건들을 조율한다.72) 이
과정을 통해 산유국과 개발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계약을 체
결한다. 이후 탐사, 시추, 개발, 생산이 이루어진다. 개발회사들은 단
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존 광구권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광구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국
제입찰, 직접협상, 지분참여, 자산매입 등이 있다. 즉, 산유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거나 해당 정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서
취득하기도 하며, 이미 광구권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양도받아 광업
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또 이미 개발 및 생산되는 유전을 매입하여
획득하기도 한다.73)

2) 탐사
탐사 단계에서는 석유부존 가능성과 매장량을 확인하는 광구평가
단계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해저에 유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

72) 성원모 외, ｢석유개발공학｣, 씨아이알, 2014, pp. 283~284.
73)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이해｣, 200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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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필요하다. ① 다량의 유기물 포함된 퇴적암이 발달해 있다. ②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저류층(reservoir)과 그 위의 덮개층(cap rock),
그 밑에는 근원암(source rock)이 있다. 저류층은 석유·가스가 집적
되어 있는 퇴적물 기원의 다공질 투과성 암석을 말한다. 원유는 다공
질 투과성 암석층 내에 존재하며 석유층 단독으로만 존재하지는 않
는다. ③ 형성된 석유층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는 트랩구조가 있어
야 한다.
이 트랩구조는 석유가 어떻게 축적되는가에 따라 크게 구조트랩
(structural traps)과 층서트랩(stratigraphic traps)으로 나누어지며,
이 둘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구조트랩 중 배사트랩
(anticlinal trap)에서 대부분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 탄화수소를 다
량 함유하는 다공질 암석인 사암이나 석회암의 주변을 셰일층과 같
이 비다공질 혹은 불침투성의 암석이 싸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견
되는 석유는 거의 대부분 물과 같이 존재하는데 석유가 물보다 가볍
기 때문에 석유가 위에, 물이 아래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천연가스
(natural gas)는 석유와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원유(oil)와 천연가스를
포괄적으로 석유(petroleum)라고 칭하기도 한다74)(그림 3-1 참조).
지질학자들이 해저에서 석유로 변형가능한 사암이나 셰일 층과 같
이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저류층을 추측한 (검색
일: 2018. 4. 11).뒤75), 석유 회사는 지구물리학적 조사(중력 탐사, 자
력 탐사, 탄성파 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중력 탐사는 습곡 및
지각운동에 의해 배사구조 저류층의 중력적 특성이 인접 지층의 중
력적 특성의 상이성을 이용해 탐사하는 방법이다. 자력 탐사는 저류
74)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4), p. 2.
75) https://chooseyourcurrent.org/2018/04/how-offshore-drilling-works/(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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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근접지층의 자력적인 상이성을 이용해 저류층의 하부 구조를
판별한다. 탄성파 탐사는 저류층 암석인 석회암이나 사암의 탄성파
속도 차이를 이용해 저류층을 발견하는 탐사방법이다.76)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지질 구조를 보여주며 석유 함유층의 존재를 파악하
게 한다. 압축된 공기를 에어건으로 터트려 인공적으로 음파를 만든
뒤 해저로 송출하면 그 음파는 속도와 밀도가 다른 암석의 경계면에
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이때 반사 속도와 시간차를 분석하여 해
저지형을 파악하는 것이다.77)
<그림 3-1> 일반적인 트랩구조

출처: 에너지 에듀케이션 : https://energyeducation.ca/encyclopedia/Oil_and_gas_traps

76) 강주명, ｢석유공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p. 4.
77) 장원일 외(2010),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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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최초의 해저물리탐사선인 탐해2호를 보유하고 있다.
1996년 8월 건조 완료되었으며, 총톤수는 2,085톤이다. 동해 석유·
가스 탐사에 참여하여 해저지질도를 작성하고 지질재해 대비 위험요
소를 탐지하고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을 위한 해저 대륙붕 경계 조사
임무를 수행했다. 탐해 2호를 통해 과거 일부 기술선진국이 독점하
던 석유가스 탐사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78)
저류층의 크기, 넓이, 두께, 원유가 형성된 증거, 형성된 탄화수소
(원유/천연가스)가 포집된 원리가 파악되면 매장량을 평가하고, 위험
성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저류공학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시추
공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형식으로 개발할지를 정하게 된다. 이런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평가된다.

3) 시추
석유 시추 단계에는 탐사시추와 개발시추가 있다. 탐사시추는 탐
사 단계에서 분석한 지질학적 근거만으로 시추하는 것이다. 개발시
추는 탐사 결과에 의해 석유 부존이 확인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저
류층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평가시추와 석유 생산을 위한 생산시추
등이 있다.79) 일반적으로 탄성파 탐사 및 지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량, 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여 유망구조들의 순위를 정해 우선순
위에 따라 한두 개의 탐사시추를 실시한다.
이 시추에 성공하면 발견된 자원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
게 되는데 지층의 연장 및 매장량 확인을 위해 평가시추를 진행하고,

78) 연합뉴스, 2016년 8월 17일자, 「국내 유일 해저탐사연구선 ‘탐해2호’ 포항에 둥지」, https://ww
w.yna.co.kr/view/AKR20160817105400063(검색일: 2018. 11. 30).
79) 강주명, 앞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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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실패원
인을 분석하여 다른 곳에서 탐사시추를 진행하거나 시추가능성이 없
을 경우 광권을 반납하게 된다. 탐사단계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
견할 확률은 3%내외이지만 최근 탐사기술의 발달로 성공률이 증가
되고 있다.80) 중국 롱징 유전의 경우, 탐사에서는 매우 큰 규모로 밝
혀졌으나, 생산성이 좋지 않아 현재 개발되지 않는 사례이다.
석유 부존이 확인되는 경우, 개발시추에 들어가게 된다. 석유 생산
을 위한 굴착 작업으로 생산정을 시추하고 플랫폼과 크리스마스트리
를 설치하게 된다. 시추공마다 각각 트리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각
시추공별 석유자원의 유량이 결정된다.81)
만약 석유가 발견되지 않은 건공(dry hole)인 경우 시추공은 반드
시 시멘트 등으로 채워서 폐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이 조
치를 국내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4) 개발 및 생산
(1) 플랫폼 설치
심해는 깊은 수심으로 인해 수압이 매우 높으며 해류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따라서 환경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플랫폼은 크게 고정식 플랫폼, 반잠수식 플랫폼, 부유식 플랫
폼, 해저시스템으로 분류된다.
고정식 플랫폼은 콘크리트 혹은 철로 만든 레그(leg)가 해저 바닥
80)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4), p. 6.
81) https://postechtechreview.wordpress.com/2017/05/22/%EC%8B%AC%ED%95%B4
-3000-m-%ED%81%AC%EB%A6%AC%EC%8A%A4%EB%A7%88%EC%8A%A4%ED%8A%B8%EB%A6%AC%EB%A5%BC-%EC%8B%AC%EB%8A%94-%EC%9
D%B4%EC%9C%A0/(검색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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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정되어 있는 형식으로 수심이 깊어지면 적용하기 어렵다. 반잠
수식 플랫폼은 수심 1,500~2,300m의 고정식 플랫폼을 설치하기 어
려운 지점에 설치한다.82) 부유식 플랫폼은 수심 1,000m의 심해저 유
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시설(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FPSO)은 심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파이프
라인과 기타 시설이 없는 곳에 적합하다. 이는 로프와 체인으로 정박
하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시추장비가 없고 시추공에서 회수한 석유를
저장하고 수송한다.83) 해저 시스템은 여러 개의 심해 유전을 연결하
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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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형태 및 수심에 따른 해양 플랫폼

자료: 폭스 오일 드릴84)

82) 장원일 외, 앞의 책, pp. 78~79.
83) Ibid., p. 80.
84) http://www.foxoildrilling.com/resources.html (검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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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 회수
1차로는 저류층이 가진 자체의 압력을 이용해 석유를 생산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석유를 생산한다고 할 때는 1차 생산을 의미하는데
최대의 생산량과 최장의 생산 기간을 위해서는 저류층 압력을 장기
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생산이 지속되면 저류층의
압력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다량의 석유가 저류층에 있으나 압
력 감소로 자연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때 2차적으로 저
류층에 물이나 가스를 주입하여 석유를 밀어서 생산정을 통해 석유
를 생산한다.85)

(3) 수송
시추공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플로우 라인(Flow Line), 생
산된 석유를 생산시설 플랫폼에서 육상 처리시설까지 수송하는 파이
프를 파이프라인(Pipe Line)이라 한다.86)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 부존이 유망한 구역이 있기는
하나, 성공을 하더라도 육상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어서 파이프라인
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 수 있다. 반면 파이프라인
을 설치하지 않고 해상에서 선박을 통하여 운송하거나 해외로 수출
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역시 비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2. 해저 석유개발의 특이점
해저 석유 개발은 19세기 말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머랜드(Summer
land) 연안에서 시도되었으나, 육상에서의 개발과는 달리 광구권에
85) 장원일 외, 앞의 책, p. 10.
86) Ibid., p. 80.

52

제 3 장 해저자원개발 성과와 역량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못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현대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 유전을 개
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에 매그놀리아 페트롤리움 사가 멕시코
만 수심 30피트에 플랫폼을 설치하면서이다. 석유개발은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더욱 발전했으며 1970년대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의 북해로 옮기게 되었다.
북해는 멕시코만에 비하여 해풍이 더 강하고 파도가 높아 이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설치할 수 없어 새로운 형식인 중력
식 플랫폼을 도입했다. 해저 석유를 생산에 필요한 구조물은 해양 환
경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각 해저 유전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새
로운 형태의 구조물들이 고안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더 깊은 수심에
서 해저 유전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유 개발 기술력의 발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육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해저 석유를 개발은 시추 또는 생산 도중
에 기름 유출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해상의 파도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수심이 깊
은 곳의 수압에도 작업이 가능할 것, 플랫폼이나 채굴기 등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극
복해야 한다.

3. 매장량 분석 및 평가
1) 자원량
석유자원량(Petroleum Resources)은 사업(또는 프로젝트)을 중심
으로 하여 크게 매장량(Reserves),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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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의 세 종류로 분류한다. 발견잠재
자원량과 탐사자원량은 시추에 의한 석유의 발견(Discovered) 여부
로 구분한다. 발견이라 함은 실제 시추작업을 통해 지표로 분출된 석
유 또는 표본추출을 통해 유동 석유의 존재가 확인됨을 의미한다. 시
추를 통해 발견된 석유자원량은 발견잠재자원량 또는 매장량의 범주
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추이전의 미발견상태의 석유자원량은 탐사
자원량으로 정의한다. 발견잠재자원량과 매장량은 시추로 석유가 발
견된 상태에서 상업성(Commerciality) 여부로 구분하며, 특정시점의
기술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업성이 인정된 경우만 매장량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상업적이라 함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되어 생산 가
능한 것을 의미한다. 석유자원량의 세부분류는 특정시점의 사용가능
한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상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에 따
라 분류한다.

2) 매장량
탐사시추에서 얻어지는 부존자원의 생산성 및 경제성 판단 기준을
회수율(recovery factor)이라고 하는데, 매장량(reserves)은 탐사시추
후에 자원의 회수 가능성 및 범위를 추정한 후 자원량에서 활용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매장량이라고 표현한다.87) 즉, 매장량은 현
재 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할 것이 기대되는 자원량이며, ‘원시부존량
×회수율’로 구할 수 있다.88) 매장량은 시추에 의해 부존이 확인되었
고, 회수가 가능하며, 상업적이고, 현재 생산되지 않은 양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89)
87) 강주명, 앞의 책, p. 28.
88) 한국석유공사, ｢석유산업의 이해｣ 2018년 개정판, (2018), p. 27.
89)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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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은 평가의 신뢰도 또는 기술적 리스크에 따라 확인매장량,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으로 분류한다. 확인매장량은 시추에 의해
확인이 되었으며 석유 경계면이 결정된 매장량이다. 그리고 시추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조사된 저류층의 연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 있고 상업적 생산의 가능성이 확인된 인접지역의 매장량도 포함
한다.90)
추정매장량은 확인된 저류층과 인접하지만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
다는 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저류층의 연속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회수될 가능성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보다 높은 매
장량이다. 추가 시추가 예정된 확인 매장량 지역 주변부 중 확인 매
장량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혹은 확인 매장량 지역과 단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상부에 위치한 지역의 매장량을 포함한
다.91)
가능매장량은 회수될 가능성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보다 낮은 매
장량으로 지질학적 해석에 기초하여 추정 매장량 지역 이외의 매장
량이거나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추가 시추에 의한 매장량, 확인 매장
량과 단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하부에 위치한 지역의 매장량을 포
함한다.92)
매장량은 개발 대상인 유전의 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개
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에서는 매장량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의
무적으로 매장량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93)
90) 강주명, 앞의 책, p. 29.
91) 강주명, 앞의 책, p. 32.
92) 강주명, 앞의 책, p. 33.
93) 강주명, 앞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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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석유·가스 개발과 우리나라의 법제
석유·가스 개발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서 작업이 시작되고, 비용 부담과 이익배당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석유·가스 개발계약은 크게 양허계약(Concession),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서비스제공계약
(Service Contract)으로 나눌 수 있다.94) 이런 구분은 석유·가스의 소
유권과 개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전체 운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석유·가스 개발의 일반적 유형
1) 양허계약
전통적 양허계약은 땅의 소유주가 지하자원의 소유주이며, 석유개
발 회사와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 및 개발의 주도권이 거의 전적으로 개발회사에 귀속이
된다. 즉, 계약 기간 동안 개발회사가 석유의 탐사·개발 및 생산된 자
원의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생
산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양허계약에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개발회사가 소유권을 가진다. 한편, 이익 분배에 있어서 자
원 보유국은 로열티, 보너스, 세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이익을 제외하
고는 아주 제한적인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95) 투자비용도 개발

94) 류권홍,“해외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약형태 및 새로운 경향”, ｢국제거
래법연구｣, 제 23집 제1호 (2014), p. 116.
95) Ibid.,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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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자원보유국이 운영 등의 절차
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96)
개발회사들이 이렇게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반면 자
원보유국은 자원개발과 관련된 참여도 부족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도
매우 적다는 점 등 전통적인 양허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70
년대부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자원개발은 특권이 아니라
허가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양허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가진다. 우선 계약 주체가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에너지를 담당
하는 정부부처 혹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영석유회사가 주
체가 되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발 대상지에 있어서는 개발 구
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으로 나누어서 개
발권을 발급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지면의 도면과 설명이 추가적
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권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여 이익을 향유하려
는 자원보유국과 실제 투자를 통해 생산을 해야 하는 개발회사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포기조항에 따르면 개발회사가 계
약한 개발기간 내에 상업화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당해 개
발 구역을 자원보유국에 반환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97) 상대
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지되던 전통적인 양허계약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에서는 탐사·개발 기간을 확정하며,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그리고 최소탐사의무(minimum exploration commitments)를 규정
하여 각 단계에서 개발회사가 실행해야 할 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

96) Ibid., p. 121.
97) Ibid.,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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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98) 지질조사나 탄성파 조사 등이 최소 의무의 내용으로 들어
가며 이 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액에 대해 규정을 두기도 한다. 자원
보유국에 지급되는 이익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었다.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로열티 혹은 세금이 비례하여 증
액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불안정한 유가의 성격을 반영하여 유
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두
기 시작했다. 아울러 자원보유국의 통제가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도입
되었다. 개발회사의 탐사·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양측 합의
에 따라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탐사·개발 과정에서 개발회사가 취득한 정보를 자원보유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2) 생산물분배계약
생산물분배계약은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개발회사에 부여하
는 대가로 로열티와 세금 등을 취득하던 양허계약과는 달리, 자원개
발에서 개발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원보유국과 개
발회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산물분
배협정 하에서는 개발회사가 석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양허계약에서는 자원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발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원보유국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보유국과 개발회사의 분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양허계약에
서 자원 보유국은 로열티, 보너스, 세금을 이익의 주된 부분으로 받
았지만, 생산물분배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물 중 일정한 부분이
98)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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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대상이 된다. 즉 경제성 있는 석유 자원이 발견되었을 경우,
실제 생산 개시 이후 분배를 정하는데, 크게 비용회수원유와 이익원
유로 분류한다.99) 전자는 개발회사가 투자한 사업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원유이며, 전체 생산에서 이 비용 회수원유를 제외한 부분을 이
익원유라고 한다. 이 이익원유의 분배 조건을 정하여 계약에 명시하
게 된다. 한편 외국·다국적 기업이 석유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
해, 자원보유국에서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
련하고 있다.100)

3) 서비스제공계약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는 외국 석
유개발회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자원보유국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서비스제공계약이다. 이때의 서비스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 부분의 지원도 포함한다.101)
서비스제공계약 방식의 주요 특징은 개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석유·가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대가
로 생산된 자원을 받는다는데 있다.102) 생산분배계약 방식과 유사하
지만, 개발된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개발 서비스를 제공
한 대가로 생산물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03) 이 서비스 제공
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매우 민감하며, 계약 준비 과정에서 개
발의 성공 가능성, 매장량, 생산기간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결정된다.

99) 강주명, 앞의 책, p. 390.
100) Ibid.
101) 류권홍, 앞의 논문 (2014), p. 119.
102) 강주명, 앞의 책, p. 390.
103) Ibid., pp.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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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자원개발 관련 국내법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이 재개될 경우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도
의 적용이 문제된다. 대륙붕 자원 탐사·채취와 관련된 국내법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기본으로「광업법」, 「선박안전법」, 「해사안
전법」, 「광산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해사안전, 해양환경, 오염피해 배상 및 보
상 관련 법률로 분류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 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104)
(1) 대륙붕 공동개발과 동 법과의 관계
동 법은 우리나라 해안에 인접한 해역과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
여 제정된 법이다(제1조).
동 법은 우리나라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
스 등에 대한 탐사·채취·취득을 위한 제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 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저조광권을 부여받은 법인만이 대
륙붕에 부존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탐사·채취·취득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석유회사에 의한 자원개발이 진행될 경우에도
동 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0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 제14679호)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이래 18차례 개정되었으며,
현 법률은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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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탐사권과 채취권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한･일대륙붕공동개
발협정상 탐사 및 채취권과 동일한 범위의 행위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적용대상
동 법은 1966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륙붕 탐사를 시작한 이후,
국내 대륙붕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서, 해저광
물, 해저광업, 해저광물개발구역, 해저광업권, 해저조광권, 해저조광
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
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해저광물로 정의하여 대륙붕 자원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 법은 해저광업을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와 이에 부속되
는 사업(가공·수송·저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해저광업권을 해저광
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 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해저조광권을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 채
취,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였다.

(3) 조문구성
동 법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제2조), 해저광구(제3
조), 해저광업권의 귀속(제4조), 해저조광권(제5조, 제6조), 탐사권과
채취권의 존속기간(제9조, 제10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제11조), 탐
사권의 설정과 허가기준(제12조, 제13조), 채취권의 설정과 그 허가
(제14조 제1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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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광권자의 자격
동 법에서는 해저광업권을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4조 1항), 해저광물 탐사 및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조광권을 부
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적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제11조).
따라서 광업권자인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저조광권을 부여받은 국
내·외 법인은 대륙붕에 부존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
다. 더불어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동법에서 정해진 자격 및 기준
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와 협
의하여야 한다.105)

(5) 해저조광권
해저조광권은 탐사권과 채취권 두 종류로 분류한다(제5조). 탐사권
과 채취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광물자원에
대한 기본제도를 규율하고 있는「광업법」상 관련규정을 유추 적용하
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106)
탐사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불가항력으로 인
해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에 상당하는 기간만큼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세 차례에 한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제9조).
105)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6) 윤효영, “해양 석유 개발 관련 국내법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2018),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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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은 30년 기한으로 1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
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6) 광업법과 비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제정이유107)와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광업법」108)과는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광
업법」이 광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대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09)
이와 관련하여「광업법」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석유에 관한 광업권
에 대한 특례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조에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광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
른 광물자원과 차별을 두었다. 동조 제3항에서는 광업권 일부 규정
이 석유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석
유에 관한 광업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는 것을 명시하여, 석유자원 광업권을 해석함에 있어 동 법률과 「해
저광물자원개발법」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함을 알 수 있다.110) 그러
107) 1969년 12월 20일 상공위원장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대하여, “해저광물에 대하여 정부가 소
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이 오해 내지 혼동하는 법이론 위에서 본 법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체계로 보아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는 바, 해저광물을 석유와 천연가스에 국한하였고, 광업권은
정부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민간인에 대하여는 조광료를 징수하고 일정한 기간 해저광업권을 조
차(租借)할 수 있도록 하고 조광권을 탐사권과 채취권의 2종으로 분류하는 등 정부안과 차이가 많
아 정부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임”으로 동 법률의 제안이유를 제출하였다.
108) 광업법(법률 제14990호)은 1951년 12월 23일 제정된 이래 36차례 개정되었으며, 현 법률은
20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다.
109) 윤효영, 앞의 글, p. 365.
110)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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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조 제4항에서 석유 광업권에 대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다
수 조항을 준용하고, 두 법률에 나타난 용어의 통일까지 명시하고 있
는 것으로 볼 때 해양석유자원 개발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광업법 간 유사 규정 비교
광업법
적용대상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석유자원(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 해저광물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
연가스)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해 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저자원
의미

광업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해저광업111)) 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 의미 사업(가공·수송·저장)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
광업권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두 권리의 저의 구역(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
(해저광업권)
의미에 대해 규정
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
설정행위에 의해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
조광권
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권리. 제5조에서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해저조광권)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과 채취권 두 종류로 한다는 규정 있음
①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
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
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
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
지, 제38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
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
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
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
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
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11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는 광업을 해저광업, 광업권을 해저광업권, 조광권을 해저조광권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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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탐사권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
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있
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

정의 규정 없음

채취권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
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자료: 작성자 직접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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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안전법112)
가. 대륙붕 공동개발과 동 법과의 관계
동 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따라서 동 법은 대륙붕 자원 개발 시 사용하는 우리나라 정부 소유
시추선과 일부 해상플랫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된
다. 외국 석유회사의 선박 또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 용선한 경우 동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적용대상
동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 포함)과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의미한다.

정하고 있다. 두 법률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112) 선박안전법(법률 제15002호)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27차례 개정되었으며, 현 법률
은 20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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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외국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하여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내 대륙붕 자원을 개발하면서 사용하는 선박
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정부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
검사의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외국 선박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
용선하여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동법의 적
용을 받는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고정식 플랫폼이나 이동식 해양
플랜트는 동 법상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박 검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13)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부가 소유한 국적선은 원칙적으로 동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한 선박의 건조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해사안전법
가. 대륙붕 공동개발과 동 법과의 관계
동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제정
되어, 대륙붕 공동개발에 사용하는 선박의 항행과 관련이 있다. 동
법에서는 선박과 해양시설을 구분하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동 법은 “대륙붕 자원의 탐사·개발 목적의 고정식 시설물 또는 해
상부유 구조물”인 해양시설과 선박을 구별하여 적용한다.

113) 윤효영, 앞의 글,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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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동 법 제2조에서는 ‘선박’을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제2조 15호에서는 ‘해양
시설’에 대하여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
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
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륙붕 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한 목적
을 가진 고정식 시설물 또는 해상부유 구조물은 선박이 아닌 해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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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3) 광산안전법
동 법은 대륙붕 자원 개발시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광해114)방지 및 지하자원을 보호와 관련이 있다. 동 법에 따라,
대륙붕 공동개발 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석유광산안전규칙
그 밖에도 안전과 관련하여 석유광산안전규칙에서는 「광산안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
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
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114) 제2조 5호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
하, 폐석, 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
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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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환경 관련 법제
(1) 해양환경관리법
동 법은 대륙붕 자원개발시 사용되는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
하는 오염원 관리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관련이 있다. 동 법
제3조 1항 4호에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정
된 해저광구에 동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저광구에서 발
생하는 환경 문제 또한 동 법을 기반으로 하여 규율된다.
동 법은 대륙붕 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항해용 선박 및 고정식·부유
식 시추선박, 플랫폼을 동 법의 적용범위에 규정하여 대륙붕 자원 개
발에 기인한 환경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다. 더불어 동 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한계 내 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에서 항해·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적
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석유회사 선박에 기인한 해양오염문제
또한 예정하고 있다.115)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동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가의 해양환경종합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 내
의 해역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
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동법 제1조, 제2조 8호).
115) 그러나 동 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에서는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
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
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동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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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16)
동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동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상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 내
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동 법 제8조 1항 제3호, 제10호 따르면,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
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
1호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
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동 법 제13조 1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 내에
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다. 동 수역 내
에서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광물자원(천연 피치 및 가연성 천
연가스 포함한 석유자원)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
다(제13조 제3항)는 규정이 적용된다.

(4) 해양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대륙붕 자원 개발이 재개될 경우, 탐사 및 시추과정에서 해양환경
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해양환경오
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1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9호)은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이래 18차례
개정되었으며, 현 법률은 2017년 10월 31일 타법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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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 제3호에서는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2조 1항 3호에서는 에너지 개발 사
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동 조 규정에 따르면 대륙붕 공동개발이 에너지 개발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여부
동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처
분기관)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면
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
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동 법 85조 1항 본문에 따르면,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
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
위, 「광업법」 제3조 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
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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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85조 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3조 2항에 나타난 사업은 해역이용영
향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해저광업개발사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광
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해저광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의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결론적으로 대륙붕 자원
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상기 법제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한민국 대륙붕에 부존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
의,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4) 대륙붕 자원 개발 기인 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 관련 법률
대륙붕 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 생산, 운반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인하여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1
조에 따르면 공동개발구역 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 인한 손
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당사국의 법원은 그 당사
국의 법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7)
117) 제21조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 인한 손해가 일방당사국 국민 또는 일방당사국
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게 가하여진 경우에는 동 국민 또는 동 기타인은
(a) 그 영역내에서 동 손해가 발생한 당사국의 법원, (b) 그 영역 내에 동 국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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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국내법으로
는 민법, 해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해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 주체에게 유한책임을 인정
하고 있으나, 책임의 주체, 적용 대상, 책임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
다. 특히 책임 제한 여부의 문제는 대륙붕 자원개발 시 사용되는 시
추 및 생산 시설이 해상법이나 유배법의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118)

제3절 우리나라 해저 자원개발의 역사
1. 해저자원 개발의 시작
우리나라는 1966년 8월 포항 영일만 해역에서 실시한 탄성파 및
자력탐사를 시작으로 국내 대륙붕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66년
국립지질광물연구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유엔아시아극동경제
기타인이 거주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c)동 손해의 원인인 사건이 발생한 소구역
에서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법원에 동 손해배상
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의하여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당사국의 법원은 그 당사국의 법규를 적
용한다.
3. (1) 본조 1항에 언급된 손해가 해상 및 하층토의 굴착작업, 광수 또는 폐수의 방기로 인한 경우
에는 (a)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양 당사국의 조광
권자 (b)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조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졌던 조광권자 또는 (c)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자가 단지 2인인 경우에 동
조광권자와 제15조 1항에 정의된 전 조광권자는 본조 2항에 의한 적용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대
하여 동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본항 (1)의 목적상, 본항 (1)에 언급된 손해의 발생 후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양도한 조광권자와 동 양도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득한 조광
권자는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118) 윤효영, 앞의 글,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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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UN
ECAFE)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인근 대륙붕에 대
한 항공자력탐사와 탄성파 탐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탐사 및 시
추 활동이 시작되었다.119)
1968년 UN ECAFE 산하에 조직된 아시아 지역의 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shore Areas, CCOP) 중개로, 미
해군 해양연구소의 탐사팀에 의해 대륙붕 탐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
과 이른바 Emery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륙붕 해저에 두꺼운
신생대 제3기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어 막대한 천연자원의 부존가능
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20)
이에 따라 미국 및 네덜란드의 외국 석유개발회사 등이 대륙붕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우리 정부는 1970년 1월 1일 「해저
광물자원개발법」 제정 및 대륙붕 광구를 설정하고, 조광제도를 마련
함으로써 외국 석유개발회사들이 국내 대륙붕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
다.121)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대륙붕 탐사를 진행하기에 자금능력
과 자원개발기술 수준이 일천하여, 우리 정부가 외국 석유개발회사
에 국내 해저광구에 대하여 조광권을 부여하여 국내 대륙붕 개발을
추진하는 조광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122)

119) 성조환, “대륙붕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
1호 (2002), p. 52;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5), p. 158; 윤효영, 앞의 글, p. 363.
120) Choon Ho Park, "Oil under Troubled Water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 Vol.
14, Issue 2(Spring 1973), pp. 212~213.
121) 성조환, 앞의 글, pp. 52~53.
122) 외국 석유개발회사에 조광권 부여를 위한 협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공포 이전인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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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대륙붕 탐사 현황
1) 외국 석유회사를 통한 대륙붕의 자원 탐사 착수
국내 대륙붕에 최초로 조광권을 부여받은 석유개발회사는 제1광구
와 제5광구의 미국 텍사코(Texaco)사, 제2광구와 제4광구의 미국 걸
프(Gulf)사, 제3광구와 제6광구의 네덜란드 쉘(Shell)사이다. 제7광구
는 코암(Korea-American Oil Company, KOAM)사가 조광권자로 설
정되었는데 이후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한국 측은 코암사,
일본 측은 일본석유와 제국석유가 각각 조광권자로 선정되었다.123)

<표 3-2> 초기 조광권 설정 관련 사항
일시

조광권자

조광구역

조광기간

1969.4.

걸프(미국)

제2광구 및 제4광구

1967.4.15~1977.4.14

1970.1.

쉘(네덜란드)

제3광구 및 제6광구

1970.1.28~1976.12.26

1970.2.

텍사코(미국)

제1광구 및 제5광구

1970.2.27~1980.2.26

1970.9.

코암(미국)

제7광구

1970.9.24~1978.9.23

자료: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 25년의 역사｣ (명성종합기획, 2005), p. 158 참고.

1969년 9월 2일 미국 걸프사는 제2광구에서 최초의 외국 석유개
발회사를 통한 대륙붕 탐사를 개시하였다. 걸프사는 2차원 물리탐사
2,210L-km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외국 석유개발회사들에 의해 총 5
만 815L-km에 걸친 2차원 물리탐사가 실시되었다.124) 이후 1972년
11월 12일, 제2광구와 제4광구, 1973년부터는 제2광구 내 2C-1X공,
2H-1X공을 굴착하였으나 유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제4광구에서
도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시추지점을 선정하였으나 중국과의 분쟁가
123) 성조환, 앞의 글, pp. 64~65;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 (2005), pp. 158~159.
124)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 (2005), p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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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문제로 시추는 실시하지 못하였다.125)
1972년 11월 13일, 네덜란드 쉘사는 제6-1광구 돌고래-1공에서
최초의 국내 대륙붕 시추를 시도하였다. 쉘사는 1973년 3월 8일까지
시추선 오션프로스펙트호를 통해 4,262m까지 굴착하였으나 제6-1광
구에서는 자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1975년 쉘사는 제6-2광구지역에
서 2개 공, 도미-1공, 소라-1공을 시추하였으나 자원은 발견하지 못
했다. 1972년 12월 16일부터, 미국 텍사코사는 제5광구의 KV-1공을
굴착하였으나 암반구조의 문제로 작업을 철수하였다.126)
결국 외국 석유개발회사들은 70년대 중반까지 2차원 물리탐사 9.1
만 L-km 조사하고, 19공을 시추하였으나, 상업적 유전 발견은 이루
지 못한 채 조광권을 반납하게 되어 국내 대륙붕 개발 사업은 한동안
추진되지 못했다.127)

2) 광구별 탐사 현황
(1) 제1광구 탐사현황
1972년 5월 1일 텍사코사와 쉐브론사가 공동으로 조광권을 부여
받았으며 1980년 2월까지 탐사활동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조광권이 만료되었다. 이후 1988년 5월, 한국석유공사가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석유 발견에는 실패하고 1998년 5월 조광권
이 만료되었다.128)

125) Ibid., p. 162.
126) Ibid.
127) 성조환, 앞의 논문, pp. 64~65;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5), pp. 158~159; 한국석유공사, 앞
의 책(2018), p. 194.
128)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5),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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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광구 탐사현황
1972년 1월 걸프사가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1979년 4월 만기소
멸하고, 1988년 3월 마라톤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한국석유공사 단독으로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2006년 5월 만기소멸하였다.129)

(3) 제3광구 탐사현황
1971년 12월 쉘사가 최초로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말소되었고,
1987년 한국석유공사가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1997년 탐사권이 말
소하였다.130)

(4) 제4광구 탐사현황
1972년 걸프사가 탐사권을 설정하고 이후 1979년 만기소멸되었
다. 1981년 8월 자펙스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권을 설정
하였으나 만기소멸하고 1989년 9월 한국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131)

(5) 제5광구 탐사현황
1972년 5월, 텍사코사, 쉐브론사, 락희 유전 등이 40:40:20의 지분
으로 탐사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5년 탐사권이 소멸되었으며,
1986년 한국석유공사와 해드슨사가 공동으로 탐사권을 설정하였으
나 이후 감구와 양도를 되풀이한 후 1994년 2월 커클랜드사, 베이직
사, 팔라완사, 한국석유공사가 40:5:5:50의 지분으로 탐사권이 설정
129) Ibid., p. 178.
130) Ibid., p. 179.
131) Ibid.,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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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1997년 4월 조광권 반납이 이루어졌다. 1997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단독으로 한국석유공사가 탐사권을 등록하였다.132)

(6) 제6-1광구 탐사현황
1971년 12월, 쉘사에 의해 탐사권이 설정되었으나 소멸되고 1987
년 한국석유공사 단독으로 탐사권이 설정되었고, 채취권도 설정되었
으나, 2003년 1월 탐사권을 포기하였다. 한 달 후 한국석유공사가 단
독으로 탐사권을 설정하였다.133)

(7) 제6-2광구 탐사현황
1971년 12월, 쉘사가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소멸되고, 1990년 한
국석유공사가 탐사권을 설정하였으나 물리탐사작업만 수행한 후
2000년 9월 탐사권이 소멸되었다.134)

(8) 한･일공동개발구역 탐사현황
1972년 1월 코암사가 탐사권을 설정한 후 1988년 5월 소멸되었다.
이후 1986년 한국석유공사와 경인에너지가 90:10의 비율로 탐사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영국 BP사의 지분참여가 이뤄졌다. 그러나 1993년
한국석유공사와 BP사가 탐사권을 반납하였다.135)

3. 우리나라 대륙붕 자원 생산 현황
제6-1광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쉘사에 의해 석유탐사가 진행
되었으나 실패한 지역이다. 1983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가 탐사를 진
132) Ibid., p. 182.
133) Ibid., pp. 183~184.
134) Ibid., p. 186.
135) Ibid.,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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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고래-5구조에서 2,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석유공사와 텍사코사가 공동으로 고래-5구조의 개
발타당성과 경제성분석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지질자
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평가 작업을 병행하여 개발을 시
작하였다.136)
제6-1광구 중부에 위치한 고래-5구조에서는 1,862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부존되어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 동해-1가스전
에서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의
지위를 얻었다.137) 2005년 초에는 약 500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
어 있는 B5층을 추가로 발견하여 현재 천연가스와 컨덴세이트를 생
산하고 있으며 약 2,787억 원(2억 5천만 미국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1가스전은 2016년 말 기준, 천연가스
3,815천 톤이 생산되고, 컨덴세이트 3,220천 배럴이 생산되었다.138)
동해-2 가스전에서도 2006년 7월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대우
가 70:30의 지분으로 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동해-2가스전(고래 8구
조)은 2016년 7월부터 자원을 개발하여 2016년 말 당시, 천연가스
52천톤과 컨덴세이트 41배럴을 생산하였다.139)
2016년 말 까지, 제6-1광구와 제8광구에서는 2차원 물리탐사가
116,549L-km, 3차원 물리탐사가 4,836㎢ 진행되었고, 45공의 시추
가 실시되었다. 약 1조 8,509억 원(16.6억 미국달러)140)을 투자(1981
136) Ibid., p. 170.
137) 고래-5구조는 1998년 7월 탐사시추 1공에 성공하였으며, 2002년 3월 생산시설을 착공하여
2004년 7월에 생산을 개시하였다.
13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동해가스전 등 국내 대륙붕 개발 강화”(2017. 4. 17);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 (2005), p. 197.
13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위의 자료.
140) 2018년 12월 5일 현재 미국달러 환율 1,115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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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16년)하여, 약 2조 1,185억 원(19억 미국달러)의 수익을 얻었
다. 현재 두성호72를 시추리그로 이용하였으며, 탐해2호141)가 탐사
작업을 진행하였다.142)
<그림 3-3> 반잠수식 시추선 두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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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웹사이트143)

<그림 3-4> 자원탐사선 탐해 2호

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144),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7105400063

141) 탐해 2호는 연구·조사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다.
142)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2005), pp. 194~196.
143) http://www.knoc.co.kr/upload/EBOOK/sabo/vol39/oil.html (검색일: 2018.11.20.)
144) 연합뉴스, 2016년 8월 17일자, 「국내 유일 해저탐사연구선 ‘탐해2호’ 포항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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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해-1 가스전 해상처리시설

자료: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sub03/sub03_1_4_1.jsp

<그림 3-6> 자원탐사선 탐해 2호

자료: 한국석유공사 웹사이트145)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7105400063 (검색일: 2018.11.20.)
145) http://www.knoc.co.kr/upload/EBOOK/sabo/vol39/oil.html (검색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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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46)(이하, '협정') 종료 10여 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공동개발 활동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체결 이후 국제상황은 체결 당시의 국제상황과 다르게 진행되
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역시 변화하고 있다. 협정의
이대로 종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므로 최대한 이른 시기
에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에 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
한 대비수단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는 현재 협정 체제의 대상과
취지에 비추어 한국을 비롯한 일본이 국제법상 부담하는 법적 의무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14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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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
협정은 양국을 상대로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정 제4조). 이에 따라 일본이 현재 조광권자 지정에 협조하지 않
는 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
펴본다.

1. 위반이 문제되는 국제법 및 협약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 제4조 위반 문제
조광권 반납 이후 현재까지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본은 다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단 계
속적인 조광권자의 미지정은 협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
다. 또한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협정 제30조) 불완전한 입법으로 조광권
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제3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협정은 양 당사국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협정 제4조 제1항), 이를 지체 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하도록 규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4조 제2항). 또한,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
(concessionaire)는 공동개발구역 내의 천연자원 탐사(exploration)와
채취(exploitation)147)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협정 제5조 1항), 운영계약은 양 당사국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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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에 효력이 발생한다(협정 제5조 2항).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에 따
라 조광권자에게는 구체적인 탐사권과 채취권이 인정된다(협정 제10
조 1항 내지 3항). 따라서 조광권자의 지정 없이는 운영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탐
사･채취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다. 협정상 공동탐사･개발의 구조 또
한 양국 간 협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광
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추후 조광권자 지정을 전제로 협정 전체
의 이행과 관련된 위의 규정 전반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표 4-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4조 제1항
1.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3개월 이내에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당사국이 한 소구역에 관하여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광권자들은 불가분의 권익을 가지며 본 협정의 목적상
한 조광권자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조광권자 또는 소구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새로이 조광권을 부
여하여야 한다.
1. Each Party shall authorize one or more concessionaires with respect to each
subzon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hen one Party authorizes more than one concessionaire with respect to one
subzone, all such concessionaires shall have an undivided interest and shall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by one concessionaire. In case
of any change in concessionaire or in subzone, the Party concerned shall authorize
one or more new concessionaires as soon as possible.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 2013), pp. 1263-1264.

협정은 영문이 원본이며, 한글본이나 일본어본은 번역본일 뿐이
다.148) 영문에서 ‘shall authorize’라는 표현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며,
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순히 노력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
147)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은 ‘탐사’와 ‘개발’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통상적인 용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의 국문번역에 따라 협정 조문상의 ‘exploitation’은 ‘채취’로 쓴다.
148)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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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에 조광권자를 국가의 권위 하에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하는 규정이다.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는 협정상 공동탐사･개발을
위해 양 당사국에 부여된 가장 첫 단계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양국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정상정인 공동탐사 및 공동채취로 나
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탐사
및 공동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
협정의 서문은 분명히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채
취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라는 점을 명
시하면서 “자원개발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목적에서 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혀서 협약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한국’과 ‘일본’이 상호 불필요한 경쟁을 종식하고 두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는 점
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민간이 자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용이하게 촉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협정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149) 따라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행위는 두 국가가 자
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
나는 행위로서 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1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2018. 9. 20) 당시
일본 소피아대 Kanehara Atsuko 교수의 발표 내용 참조. 동 교수의 발표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주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2018. 9. 20), pp. 55~59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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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서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구역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함이 그들의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며, 그러한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DESIRING to promote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SIDERING their mutual interest in carrying out jointly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petroleum resource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RESOLVING to reach a final practical solution to the question of the development of
such resources,
HAVE AGREED as follows: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262.

또한 협정 제11조에 따르면 양측의 조광권자는 탐사기간 동안 특
정 수의 굴착공을 착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조광권자의 의무임과 동시에 조광권자가 의무 공을 굴착할 것을 국
가가 확보하라는 일종의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광권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협정 제9조에 위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표 4-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11조 제1항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당사국간에 체결될 별도의 약정에 따라 탐사권 기간 중 수개의
유정을 굴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는 운영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기간 중 2개공을 초과
할 수 없다. 당사국은 각 소구역에서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 각
소구역의 넓이와 상부수역의 깊이를 참작한다.
1. Concessionaires of both Parties shall be required to drill a certain number of wells
during the period of exploration right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arrangement
to be made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e minimum number of wells to be
drilled in each subzone shall not exceed two respectively for the first three-year
period, the following three-year period and the remaining two-year period,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operating agreement. The Parties shall, when
agreeing upon the minimum number of wells to be drilled in each subzone, take
into account the depths of the superjacent waters and the size of each subzone.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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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협정은 한･일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혹은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만
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조광권
자의 지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일본은 반드시 이
에 응해야 하며 개최를 거부할 경우 협정 위반이 제기될 수 있다.
<표 4-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4조 제1항, 제5항
1. 일본의 한･일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한 무반응은 협정 제24조 공동위원회 설치･
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이행을 위한 일방의 협의 요청 자체를
거부한다면 협정 제29조상 협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협정 이행을 위
한 국내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협정 제30조상 필요한 국내조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것이다.
1.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the Japan-Republic of Korea Joint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as a means for
consultations on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일방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합
한다.
5. The Commission shall meet at least once each year and whenever requested by
either national section.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270.

일본의 한･일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한 무반응은 협정 제24조
공동위원회 설치･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이
행을 위한 일방의 협의 요청 자체를 거부한다면 협정 제29조상 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협정 제30조상 필요한 국내조치 의무 위반에도 해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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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과 조광권자 미신청 문제
경제성이 없어서 조광권을 신청하는 사기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광권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일본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실제 탐사･개발활동은 조광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한 점에
서 민간기업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
다. 하지만 제4조 제1항의 문언은 분명히 당사국에 조광권자 지정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같은 예외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조광권자 지정뿐
만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 일방의 요청 시 협의의무, 기타 협정상
각종 협력의무 등에서 보듯이, 협정은 전체적으로 당사국에 대해 직
접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민간 활동을
보조하는 2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협정의 기본취지가 경계미획
정 수역에서의 대륙붕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 수립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협정상 쌍방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으면 공동탐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협정의 구조가 일
방의 조광권자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대륙붕에 대한 어떠한 탐
사 및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잠정약정 자체가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을 의
미하는 것으로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협정 체결 의도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제4조 제1항은 일방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협정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양 당사국에 조광권자 지정을 의
무화한 규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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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적으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협정
제4조 제1항의 조광권자 지정 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정상 ‘조광권자’가 반드시 민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협정은 ‘조광권자’를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해 공동개발구
역 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허가한 자(제1조 (2)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협정상 조광권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
한이 없다. 조광권자 지정에 있어 국가의 관여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
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순수 민간회사가 아닌
공기업도 협정의 조광권자가 될 수 있다.150)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
한 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조광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외국기업을 상대로 조광권을 부
여해도 무방하다.
협정 제30조는 당사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
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협정상 의무 준수와
이행 보장에 필요한 모든 입법･행정조치가 포함된다.151) 따라서, 당
사국의 국내법에 의한 조광권자의 자격 제한으로 조광권자의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협정 제30조에 의해 필요한 국내조치(예컨대, 조광권
자의 자격 제한의 해제 또는 변경 등)를 취할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고 보인다. 협정의 틀에서 민간의 조광권 신청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
사국의 국내법 또는 국내적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유는 조약불
150) 한국의「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해저조광권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11조 :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할 수 있다”), 일본의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
법(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
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은 “일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第九条 “日本国の国民又は法人でなければ、特定鉱業権者とな
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条約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151) 박종성, ｢한국의 영해｣, 법문사, 1985, p.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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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152) 및 국가책임초안 제3조).153) 결국 협정
제4조 제1항과 제30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협정 제4조 제1
항의 조광권자 지정 의무가 공동개발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당사
국에 부과된 의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3) 위반의 정당화 사유 존재 여부
다음 문제로서 이러한 주장이 협정 위반의 정당화 사유 또는 국가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조약법상 정
당화 사유로는 ‘이행불능’이나 ‘사정변경’의 주장을 상정해 볼 수 있
을 것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1조 및 제62조). (ⅰ) 우선
절차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사유와 조치를 당사
국에 알리고 협정을 종료･정지시킨 상태에서 그 위반으로 나아가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5조). 아직 협정의 종료나 시행
정지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ⅱ) 그러면 일방의 경제성 부족 판단이
“조약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 또는 “계속적
이행의무를 급격하게 변경시키는 기속적 동의의 본질을 이루는 조약
체결시의 사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험굴착을 했음에도 경제성 있는 자원개발이 불가능하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협정이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
원매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속에 체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경제성 있는 자원매장이 확인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15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153) 제3조(국가행위의 국제위법행위로의 결정)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
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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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성 있는 자원매장 가능성이 협정시행의 불
가결한 대상이라거나 기속적 동의의 본질을 이루는 체결시의 사정으
로 보기는 어렵다.154) (ⅲ) 더욱이 양국 간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일
치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정상 마련된 공동위원
회 등과 같은 협의의 창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협정의 종료나 시
행정지를 통고하는 것은 오히려 조약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
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 내에
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개발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 여부에 대해 상호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제31조 제4항).
국가책임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정도
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국가책임초안155) 제23조).156) 하지만
민간기업들의 경제성 부족 판단을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저항
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협정상 조광권자는 반드시 민간기업에 한정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당사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적 조
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54) 오히려 양국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관계가 협정시행의 불가결한 대상이나 기속적 동의
의 본질이 되는 체결시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의 협정 불이행으로 인해 이
러한 협력체제가 이행불능 상태 또는 사정변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155) UN doc. A/CN.4/52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156) 국가책임초안 제23조 (불가항력)
1. 행위가 불가항력, 즉 그 상황에서는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의 통제
를 넘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 기인한 경우라면 국제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국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불가항력의 상황이 이를 원용하는 국가의 행위에서만 기인하거나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된
행위에서 기인하는 경우, 또는
(나) 국가가 그 같은 상황 발생의 위험을 수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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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해양법협약
본 협정은 최종해양경계획정 이전의 동중국해 수역에서 연안국들
의 대륙붕에 대한 탐사 및 개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잠정약
정(provisional arrangement)의 일종이다. 비록 동 협정 체결 당시
는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되기 전이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정의 성격에 비추어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의 잠정약정으로 간주된다.157)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
항158)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ⅰ) 잠정약정의 체결에 이르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노력할 의무와 ⅱ) 최종 경계획정 합의 이전에 이
러한 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론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없
지 않으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들의 권리･의무 관계의 조정
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다.
본 협정 역시 협정 전반에 걸쳐 당사국 상호간 협력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정의 전문에서는 “양국 간 우호관계의 증진”
을 희망하고,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함이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며,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협정의 체결에 이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7)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port on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Article 74(3) and 83(3) of UNCLOS in respect of Undelimited Maritime
Areas (2016), para. 54. 위 보고서는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에 체결된 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상 잠정약정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고 있다.
158) 제74조 제3항은 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편에, 제83조 3항은 제6부 대륙붕 편에 별개로 규
정되어 있으나, 두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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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
1993년 BP가 조광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BP와 함께 우리나라 측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조광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신일본석
유개발이 조광권을 포기한 이후로 일본이 조광권자를 임명한 경우는
없었다. 일본의 지속적으로 협정이 예정하고 있는 조광권자를 통한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협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일단 양국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이후에도 양측 간 대륙붕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이 일부 이루어졌다. 2001년 양국 산업 관련
장관회담에서는 ‘유망지역에 3D 탄성파 탐사 공동실시’에 합의하여
2002년 8월부터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와 일본석유공단(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 JNOC) 사
이에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소구에 대한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해석 결과를 공유했다. 한･일 양국의 국영 석유 기업(KNOC, JNOC)
사이에 운영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해당 기업들이 조광권자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59) 이때의 협력 행위는 담당 장관
들이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며, 양측 어느 누
구도 조광권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양국의 협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서 협정을 이
행하는 것을 상호 양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한국석유공사의 파트너는 일본의 민간 석유회사들(JAPEX,
JED, Cosmo 등)160)로 변경되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위 회사들과 공
동조사 및 공동조광권 출원에 대비한 정기기술･정보교류 등을 추진
159) 우리나라 쪽에 조광권 출원 흔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6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8.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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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륙붕 공동탐사･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그러
나 2010년 일본 측은 다시 한 번 석유부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동 연구 종료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때의 행위는 민간차원의 협력
행위이기 때문에 협정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 이때는 양
국 정부가 민간단위에서의 협력을 협정의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양국 어
느 누구에게도 협정 위반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는 2009년 이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새롭게 한국석
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하였다. 2009년 7월 10일 조광권을 한국석
유공사가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하였다.16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제19조에 따르면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방당사국의 법규는 동 당사국이 허가한 조광권자가 운영자
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소구역 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
련된 문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또한 제2조 정의 규정에 조광권자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하여 공동개발 구역 내의 천연자원을
탐사 또는 채취하도록 허가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
서 각각의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지정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저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과 관련해서
규율하고 있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162) 해저조광권 설정
을 허가받은 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14조 제20조), 「해저
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163)에 따르면 해저조광권 등록은 광업등록
령164)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광업법」의 하위 이행법
률로서 광업등록령에 따르면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161)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 해저탐사(조광)권 설정등록 통보(제33호) 2009. 7. 10 등록.
162) 법률 제14679호, 2017. 3. 21, 일부개정.
163)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164) 대통령령 제26188호, 2015. 4.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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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
소(광업등록령 제7조)에 비치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따라서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번호 제33호로 탐사권설정을 등록하였다.165)
탐사권 설정이 출원된 것은 2009년 3월 2일이며 출원 제283호로 되
었다.166)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2009년 7월 10일부터 2017년 6월 30
일까지 8년이었다.167) 탐사권 설정등록구역의 면적은 12,711km2이
다.168) 이렇게 우리나라가 조광권일 등록한 동안에 일본은 내부에서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169)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협정 제24조에 의한 한･일공동위원
회의 개최도 요구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동 위원회는 협정 발효 직후인 1970년대 말부터 1986년대까지 4
회 개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0)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합의(MOU)에 따라서 탐사
를 진행한 2002년 3D 탄성파 탐사 이후에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조광
권자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일본이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협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171) 위 조광권자 지정 의무
165)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 해저탐사(조광)권 설정등록 통보(제33호) 2009. 7. 10 등록.
166) 위의 문서.
167) 위의 문서.
168) 위의 문서.
169) 우리나라의 거듭되는 협약 이행 주장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이다.
17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년 2월 26일, “국내 대륙붕개발 본격추진: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2009~2018)｣ 수립․시행”. 이후로 우리가 지속적인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
였으나, 일본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1) 최지현, “한국의 해양 에너지 자원개발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8.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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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정상 공동탐사･개발을 위해 양 당사국에 부여된 가장 첫 단계
의 의무이다.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 없이 정상적인 공동탐사･개발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방의 조광권자 지정 회피는 사실상 공
동탐사･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행위이며, 동시에 협정의 정신과 취지
를 훼손하는 행위이다.172)
그 외에도 일본의 한･일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 이를 명시
적으로 거절하였다면 협정 제24조 공동위원회 설치･유지 의무의 위
반에 해당한다. 또한 협정 이행을 위한 일방의 협의 요청 자체를 거
부한다면 협정 제29조상 협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협
정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협정 제30조상 필요한 국
내조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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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검토
일본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 여부 이외에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의 잠정약정의 체결에 노력할 의무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이
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
지가 문제될 수 있다.

1) 협정 제83조 위반 가능성 검토
현 상황에서는 협약 제83조 제3항의 위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 규정상 의무는 크게 ⅰ)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
17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2018. 9. 20). 당
시 일본 소피아대 Kanehara Atsuko 교수의 발표 내용 참조. 동 교수의 발표문은한국해양수산개
발원 주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8.9,, pp. 55~59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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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할 의무, ⅱ) 과도기간 동안 최종 경계획정 합의에 이르는 것
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로 구분된다.
<표 4-5>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
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States concerned,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rrange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551.

협약 제74조 제3항과 더불어 제83조 제3항은 경계미획정 수역, 이
른바 연안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
에서 관련국 간 체결되는 잠정약정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해 왔다. 더
불어 최근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
할 또한 부각되고 있다. 즉,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국이 일방적으로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
권 행사로 나아갈 경우, 이러한 일방행위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규율
하는 규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173)
협정상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공동탐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위반이 제기될 수 있다.

173) 동 규정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철, 「중첩수
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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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약정의 존재와 협약 제83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
우선, 현재 잠정약정으로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 중
인 상황에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이미 잠정약정이 체결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의무이다.
잠정약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모든 권
리･의무 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 또한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분야에
서도 규범의 공백 영역이 존재한다.174) 여기서 공백 영역이라고 하
면 공간적으로 잠정약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역뿐만 아니라,
잠정약정에 의한 규율 자체가 지극히 느슨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인 영역, 여타 잠정약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영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백 영역에 있어
단지 잠정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협약상 의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문제된 국가들 간 해양의 이용･관리를 위
한 협력을 도출할 명시적인 협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도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
3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은 위 협약의 규정 자체에서도
도출 가능하다. 위 규정들은 연안국에 ‘실질적인(of practical nature)’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잠정약정의 존
재이유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활동을 촉
진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국의 해양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은 더더
욱 아니다. 따라서 연안국들은 그 존재이유에 합치되는 잠정약정 체
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174) 예컨대, 어업에 관한 잠정약정인 한･일, 한･중어업협정상 규범의 공백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는,
ibid., pp. 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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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약정이 형식상 존재하지만 구조상･운영상 문제로 사실상 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잠정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
는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잠정약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잠정약정의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잠정약정이 체결되도록 노력
해야 하지만 그 잠정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행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따라서 제83조 제3항의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잠정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잠정약정의 ‘실
질적인’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3) 협약 제83조 제3항의 위반 가능성
한･일 양국 간 협정의 이행을 해태하더라도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 위
반이 될 수 있다. 국제법상 교섭의무(pactum de negotiando; obligation
to negotiate)가 존재한다. 이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175) ‘신의성실한 교섭’을 전제로 한다. 제83조 제3항의 “이
해와 상호협력의 정신(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모든 노력을 다한다(shall make every effort)”라는 협약 규정의 문
구에도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북해 대륙붕 사건(1969)에서 ICJ
는 신의성실한 교섭의무란 쌍방이 입장 변경가능성을 숙고하지 아니
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섭이 의미가
있도록 행위할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76) 이러한 신의성실한 상호
교섭의 의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전문과 여타 규정들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17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ara. 87.
176) Ibid., para.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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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은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행을 위한 협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의 조
광권자 지정 없이는 공동탐사･개발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조광
권자의 지정 회피는 단순히 협정 제4조 제1항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체 협정에 대한 이행 거부와 마찬 가지다. 또한, 이를 통해 협정에
근거한 공동탐사･개발뿐만 아니라 일방에 의한 단독탐사 마저도 불
가능해 졌다. 협정에 의해 마련된 공동개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
체의 해양 이용 행위가 동결되어버린 것이다.
협정은 양국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 당사국이 상호 의견을 교
환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하지만, 현재 협정 제24조의 한･일공동
위원회는 수십 년 간 개최되지 않고 있다. 협의 의무를 규정한 협정
제29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협정의 이행을 둘러싼
제반 현안에 대한 협의 불응이나 지연은 협정상의 의무 위반임은 물
론, 협약 제83조 3항의 실질적인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
무에도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협약 제300조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의
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관할권
및 자유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
서 신의성실한 교섭 내지 협력 의무의 불이행을 통해 사실상 잠정약
정 체제를 공동탐사･개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활용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 및 일반국제법상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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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협정 이행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국 간 협의
와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는 당사국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
각한 상호협력의 정신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제24조 및
제29조에서 공동위원회 설치․유지 의무와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것도 두 당사국의 대륙붕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실질적
인 협력 추구를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협의 및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부 사항
에 대하여 짚어본다. 기본적으로 ⅰ) 현재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재
개 방안 논의 및 이를 토대로 향후 협정의 처리 방안, 즉 ⅱ) 기존 협
정의 연장 및 개정 및 ⅲ) 새로운 협정의 체결 등을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1. 현재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재개 방안
1) 협정상 조광권자 지정 요구
협정상 일방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탐사･개발은 불가
능하다(제4조 및 제5조). 우리나라는 2009년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제
1소구에 대한 조광권을 부여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국석유공
사에 부여한 조광권의 시한 또한 2017년 6월에 종료되었다.177) 따라
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수순은 한국석유공사 등 적절한
1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8.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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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자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공식적인 외교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조광권자 지정(제4조
제1항), 한･일공동위원회의 재개(제24조) 및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
(제29조)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하면서 더불어서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목적 및 취지 그리고, 협정이 분명히 제4조에 따라서 조광권
자 지정할 의무를 두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명
시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성에 대한 전망과 일본의 조광권자 지정 거부 시 검토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광권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협정에 따르는 한 경제성은 조광권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아니다. 또한 이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서
조광권자가 즉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협
정에 따르면 비용 및 이익은 양국의 조광권자가 원칙적으로 50:50으
로 부담 혹은 향유하지만 (제9조)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다. 협정에 따르면 양쪽의 조광권자는 각각 동등한 부담의 비용 및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뿐이다(shall be respectively
entitled to)이므로 반드시 50:50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자원의 부존재 주장과 입증책임
일본이 자원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다. 협정에 따르면 자원의 존재하지

101

제
4
장

않게 되면 이에 관한 종료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동시에 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31조 제4항). 즉 협정의 종료
를 주장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채취 가능한 자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조광권자 지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채취 가능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광권자 지정을 거부하는 국가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입
증할 수 없다면 협정은 50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조광권자 지
정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표 4-6>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 제4항
4. 본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내에서 천연자원이 더 이
상 경제적으로 채취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본 협정을 개정하거나
종료시킬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에 관하여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hen either Party
recognizes that natural resources are no longer economically exploitable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whether to
revise or terminate this Agreement. If no agreement is reached as to the revis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during the
period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273.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연장 방안
협정 이행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협정 이행에 관한 초기 조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협의의 틀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협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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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협정의 추후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까지 함
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협정의 이행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석유와 천연가
스의 존재가 확인되고 이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2028년
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종료를 일방 당사국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협정 제31조 제3항에서 최초 50
년 기간이 도래하면 언제든지 일방이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
나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협정이 연장되게 된
다.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정이 종료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공동개발 체제를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협정
의 연장을 상호간에 양해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다. 이 경우
협정은 자연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이 언
제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을 일소시키기 위
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정의 연장 방안은 자원 탐사를 진행하였으나, 기간 내에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혹은 발견했으나 자원의 매장량
이나 상업적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상호간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 아니면 아예 자원 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상
정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아직 협정의 종료까지는 10여 년의 기간이
남아 있고 협정상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완벽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후의 부정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협약
의 연장방안을 논하는 것은 시기에 이른 감이 있다. 현재 해당 수역
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대륙붕 권원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공동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
시 협정이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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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단순히 협정의 존속기한 연장을 넘어 기존 협정상 개
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를 제기해 볼 수도 있다. 현재 협
정의 운영과정상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일방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을 때 협정에 의한 공동탐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로 장기간 공동탐사･개발
이 불가능한 경우 일방의 단독탐사･개발을 통한 수익분배 방안 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래 지적되어 오던 분쟁해결절차의
실효화, 효율적인 자원개발절차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고려될
수 있다.178)

3. 새로운 협정 체결 방안
협정의 연장･개정의 연장선에서 공동개발협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체결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
항 및 제83조 제3항 역시 연안국에 최종경계획정합의 이전에 잠정약
정의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규
정은 잠정약정 체결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안국은 위 규정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잠정약
정 등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협정 종료 후 별
도의 잠정약정 없이 무협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유엔해
양법협약상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공동개발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우선 앞서 협정의 연장
및 개정 부분에서 언급한 개정 필요사항들에 대한 반영이 고려되어

178)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이석용,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6권 2호, 2015, pp.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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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자원개발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개발
모델의 재설정 문제에 대해 추가로 살펴본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협정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겠지만, 전면적인 공동
개발체제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사실상 새로
운 협정의 체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개발협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ⅰ) 한 국가가 주도적
으로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다른 국가는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단일
국가모델(single state model), ⅱ) 관련국이 동등하게 공동으로 탐
사･개발에 참여하는 공동벤처모델(joint venture mode), ⅲ) 관련국
이 공동으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탐사･개
발을 진행하는 공동기구모델(joint authority model)이 그것이다.179)
현재 한･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즉
공동벤처모델의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180) 이 모델의 경우 양국
정부에게 대륙붕의 탐사･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181) 또한, 양국 정부가 사실상 자원탐사･개
발의 과정에 있어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협정과 같이 사실상
양국의 실질적 참여 없이는 공동탐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에 노정할 수도 있다.182) 협정상 공동위원회가 공동개발을 둘러싼
갈등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공동개발모델의
179) 공동개발협정의 유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은 Hazel Fox et al.,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A Model Agreement for States for Joint Development with
Explanatory Commentary,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89, pp. 53~114.
180) 이석용,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중심으로」, 「법
학연구」, 제56권 2호, 2015, p. 113.
181) Ibid., p. 116.
182) Ibid.,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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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점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된다.183) 따라서 여타의 공동개
발모델로의 선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탐사･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
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일국가모델의 경우, 초기의 공동개발협정 중 이 방법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주
요한 이유로는 한 국가의 권원이 인정되는 수역에 다른 국가가 전적
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오는 국민적 반감이 지적되고 있
다.184) 한･일 간 대륙붕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공통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공동기구모델은 가장 복잡하고 제도화 수준이 높
은 모델로서 상대적으로 각국의 권한이 축소된 공동개발형태로 평가
된다. 이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허가권 및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제공동기구가 구성되어 이러한 기구가 당사국
들을 대신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개발과 관리에 필요
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행사하게 된다.185) 즉 공동기구가 조광권
을 발급하고 외국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함으로써, 당사국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나 당사국의 통제권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효율적인 자원탐사･개발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3절 분쟁해결절차 이용 방안
두 국가 간 한･일 공동위원회 또는 기타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
183) Ibid., p. 117.
184) Ibid., p. 113.
185) Ibid.,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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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염두에 둘 때,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협정 이행의 활로를
되찾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협정 제26조상 분쟁
해결절차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방
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는 당사국간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 분
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일단 ⅰ) 외교경로를 통한 분쟁
의 해결을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ⅱ) 중재위원회 즉 중
재재판부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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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
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에 결정을 부탁한다.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일방당사국의 각서가 타방
당사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제삼의 중
재위원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후 30일의 기간 내에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동 기간 내에 동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한
제삼국 정부가 임명한다.
3. 각 당사국이 임명한 중재위원이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제삼의 중재위원 혹
은 제삼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제사법 법원장에게 어느 일
방당사국의국민이 아닌 제삼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first of all,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Any dispute which fails to be settl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referred for decision to an arbitration board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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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rty appointing one arbitrator within a period of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y either Party from the other Party of a note requesting arbitration of the
dispute, and the third arbitrator to be agreed upon by the two arbitrators so
chosen within a further period of thirty days or the third arbitrator to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of a third country agreed upon within such further period by
the two arbitrators, provided that the third arbitrator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3. If the third arbitrator or the third country is not agreed upon between the
arbitrators appointed by each Party within a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Parties shall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who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27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마브로마티스(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사건(1924)에서 ‘분쟁(dispute)’을 “양 당사자 간의 법이나
사실에 관한 의견 불일치, 법적견해나 이해관계의 충돌(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186)로 정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ICJ 등
국제재판소에서는 발전시킨 분쟁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략 다
음과 같다. 국제분쟁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187) 일방
이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충분치 아니하며, 분쟁의 존재를 단순 부인하는 것 또한 그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188) 일방의 주장은 타방에 의해 적극적으로 반대되
어야 한다.189) 다만 쌍방의 상반된 입장은 그 행위로부터 추론될 수
도 있다.190) 분쟁은 소제기 당시에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191)
186)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Jurisdiction, Judgment No. 2, 1924, P.C.I.J.,
Series A, No. 2, p. 11.
187)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 74.
188) South West Africa Cases (Ethiopia v. South Africa Liberia v. South Afric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of 21 December 1962: I.C.J. Reports 1962, p. 328.
189) Ibid.
190) 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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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존재를 결정할 때에는 소장(application)과 최종 청구취지뿐만
아니라 외교서한, 공적진술 및 기타 적절한 증거들에 근거해야 한다.192)
한편, 협정 제26조의 분쟁은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어야 한다. 조약의 ‘이행’은 조약 규정의 ‘적용’을 통해 외부로 표출
되는 ‘해석’의 결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조약의 ‘이행’
은 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외부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정 제26조상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any
dispute […]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이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해석과 이행
에 관한 양국 간 법이나 사실에 관한 의견 불일치, 법적견해나 이해
관계의 충돌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존재는 일방의 주
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록 분쟁의 존재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추정
될 수도 있지만,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현실적으
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분쟁의 존재와 관련하여서 향후 일본과 한국 사이에 논의 대상이
될 사항은 협약 제4조의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의 법적 성격이다.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지만, 일본은 국내적으로 조광권을 신청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조
광권자를 강제로 지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가
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일 양국은 제4조의 해석 및 적용 문제에 중
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분쟁해결절차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88,
para. 38.
19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1, p. 85.
192) Nuclear Tests (New Zealand v. France), Judgment, I.C.J. Reports 1974, para. 30.

109

제
4
장

2.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상 분쟁해결절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에 따
른 잠정약정으로서 협약 제83조 제3항은 양국의 권리･의무와 관련되
어 있다.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불이행 또는 위반 문제는 필연
적으로 협약 제83조 제3항의 위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유
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협약 제15부는 크게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1절), 구속력 있
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2절), 강제절차의 적용 제한 및 선택적
예외(3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15부 2절의 강제절
차의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ⅰ) 협약의 해
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해야 한다(제286조). ⅱ) 제15부 1절에
따라 당사국 사이에 합의된 임의적 분쟁해결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분쟁해결이 실패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절차를 배제
하지 않기로 해야 한다(제281조, 제282조). 그 과정에서 당사국간 교
섭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의견교환 의무가 충족
되어야 한다(제283조). ⅲ) 제15부 3절에 따른 적용 제한 및 선택적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297조, 제298조).

1)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일단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구성할 것이냐 하는 점
이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첫 번째 논의 사항이 될 것이다. 이는 협
약상 강제분쟁절차 회부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할권 있는 재판소193)
193) 협정의 당사국인 한･일 양국 모두 협약 제287조에 따른 재판소에 대해 별도 선택한 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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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게 될 소장(application)의 청구취지로 구체화될 부분이기
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협정의 해석과 이행 과정상 상대의 주
장, 또는 그러한 주장이나 인식에 근거한 개별 활동들이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제 규정들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의 위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
하기로 한다. 다만 협정 제83조 제3항의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
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83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과 상대
방에게 그 위반 여부를 주장할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그와 반대되는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제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협정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할권이 성립하
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협정의 위반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
다고 주장할 것이어서 본안에 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다. 제83조 제3항의 위반 여부는 본안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그 적용
여부는 절차와 관련된 관할권 성립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협약 제83
조 제3항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이 충돌하
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 협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의 존재는
인정될 것이다.

만약 양국간 분쟁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한다면 협약 제7부속서 상의 중재재판소에서 관
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제28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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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부 제1절의 요건 충족 문제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와 유엔해양법협약
협약은 당사국 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280조). 제15부의 절
차는 ⅰ) 당사국 스스로가 선택한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해결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고, ⅱ) 당사국의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제281조 1항). 당사국들이 일반협
정･지역협정･양자협정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느 한 분쟁 당
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하는 절차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제15부의 절차 대신 해당 절차가 적용
된다(제282조).
이에 따라, 한･일 간 협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도 양국 간 별도
의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
는 그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협정
제26조로 인하여 협약상 분쟁해결절차가 적용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에 회부된 남방참다랑어 사
건(2000)194)에서는 남방참다랑어 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이하 보존협약) 제16조195)에 의해 협약
194) Southern Bluefin Tuna case between Australia and Japan and between New Zealand
and Japan,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Decision of 4 August 2000, RIAA
Volume XXIII.
195) 남방참다랑어 보존협약 제16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당사국들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 스스로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
여 그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 경우에 모든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다만 그 분쟁 당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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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196) 호주와 뉴질랜
드가 일본을 제소한 이 사건에서 일본은 보존협약 제16조의 분쟁해
결절차가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잠정조치 사건을 맡은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이와 같은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
하고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잠정조치를 명했다.197) 그러나, 이
후 중재재판소에서는 잠정조치 사건에서의 판단과 달리 보존협약 제
16조에 의해 협약 제15부의 절차가 배제된다고 판단했다.198) 보존협
약 제16조는 협약 제280조와 제281조 1항의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
의 합의로서 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이 사건은 제281조 1항의 “당사자 간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할 것” 요건과 관련하여 일종의 묵시적 배제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199)
위 사건에서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일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의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묵시적 배제의 인정 여부를 보다 신중하
게 판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200) 하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 회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여
러 평화적 수단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계속 추구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그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중재법정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성된다. 동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196)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평석으로는, 박현석, 「남방참다랑어 사건: 배제되지 않은 절차의 배
제?」,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1호, 2001, pp. 135~157.
197) Southern Bluefin Tuna (New Zealand v. Japan; Australia v. Japa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7 August 1999, ITLOS Reports 1999.
198) 앞의 판례, paras. 55-62.
199) 앞의 판례, p. 156.
200) 중재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해 Keith 재판관은 명시적 배제의 합의가 없는 이상 협약 제15부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개별의견을 피력했다. Separate Opinion of Justice Sir Kenneth
Keith, paras.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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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의 다수의견에서와 같이 협약상 분
쟁해결절차에 대한 묵시적 배제를 인정하는 경향은 이후의 판례들에
서 다른 경향을 나타나게 된다. 오히려 이 사건 소수의견을 피력했던
Keith 재판관의 의견, 즉 명시적으로 다른 법적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상 양자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추후 사건에서 유력한
의견으로 선택받게 된다.201)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관
한 판정(2015)은202) 남방참다랑어 사건의 다수의견을 따르지 않고
Keith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따랐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교섭
을 통한 분쟁해결을 규정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남중국해 당사
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적용을 배제하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이 사건 중재재판소는 위 행동선언이 법적구속력 있
는 합의가 아니므로 협약 제281조의 적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
면서,203) 설령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행동선언이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할

201) 대표적으로 2001년 ITLOS의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에서는 협약 제28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의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권리･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여타
조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여타 조약상의 권리･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그것과는 구분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제28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해당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포섭될 수 있다면 설령 문제된 협약상 권리･의
무 관계가 여타 조약상 권리･의무 관계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그 결과 여타 조약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MOX
Plant (Ireland v. United Kingdom),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December 2001,
ITLOS Reports 2001. paras. 48-53.
202)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9 October 2015).
203) Ibid., para.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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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덧붙이면서 남방참다랑
어 사건의 Keith 재판관의 의견을 따르고 다수의견을 따르지 않겠다
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204)
이러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태도를 따를 경우205)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둘러싼 여하한 분쟁도 협약상의 분쟁, 즉 협약의 해
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구성될 수 있다면 협정 제26조로 인
하여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
로 보인다. 현재 협정상 여타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협약 제283조에 따른 의견교환 의무
협약에 의하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교섭이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
한 의견(views regarding its settlement by negotiation or other
peaceful means)을 신속히 교환해야 한다(제283조).
앞서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에 관한 판정(2015)에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해결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필리핀이 동 규정상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소는 양국 간 방대한 의견교환 기록들은 중국
이 당사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204) Ibid., paras. 222-223.
205) 명시적 배제만이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유
엔해양법협약이 아닌) 어떤 다른 조약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도 그 조약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특정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유엔
해양법협약 제15부 2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기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영토해양연구｣, Vol. 13(2017),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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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며, 필리핀이 중재절차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이 놀랍게 여
겨질 수 없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합의 가능한 분쟁해
결방식을 탐색했으나 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필리핀이 합의 도달 가
능성이 언제 소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대한 의견교환을 계속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206) 나아가, 재판소는 강제절차 회부에 앞서
중재의 주제(subject-matter)에 관한 교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제15부 1절에서 당사국들에 부과한 의무는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쟁해결 노력이 실패하면 분쟁당
사국 중 일방이 그 분쟁을 일방적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판시
했다.207)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볼 때, 협정 제26조상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외교교섭으로도 협약 제283조상 의견교환 의무 또한 충족될 수 있다
고 사료된다. 즉 협정 제26조상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과 중재회부 가
능성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양국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쟁점들이나 협정상 중재절차 등 분쟁해결의 수단 등에 대해서도 의
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협약상 분쟁해결
절차 회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구취지, 즉 분쟁의 주제에 대한 직접
적인 의견교환까지는 불필요하다.

(3) 제15부 3절의 적용 제한 및 선택적 예외 해당 여부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제15부 3

206)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9 October 2015). para. 343; 동 판정 중 위 의견교환의무 부분에 대한 소개
로는 김원희,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1호 (2016), pp.
28~29.
207) Ibid., paras. 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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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적용 제한 및 선택적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핵심은 강제절차에 대한 적용제한(제297조)과 선택적 예
외(제298조)이다.

가. 협약 제297조의 적용 제한
제297조는 연안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일정 부분 강제절
차에서 제외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우선, 동 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 즉 타국의 공해 자유와 관련된 분쟁(1항),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 관련 분쟁(2항 및 3항)의 경우에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
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라도 원칙적으로 제15부 2절의 절차
를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제297조 제2항(a) 단서, 제3항(a) 단서에서
는 예외적으로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 관련 분쟁 중 제15부 2절의 절
차가 배제되는 분쟁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208)
<표 4-8>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이 협약의 해석이
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음의 각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이하 각호 생략].
2. (a)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제2절
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ⅰ) 제246조에 따르는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ⅱ) 제253조에 따르는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b) 특정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246조와 제253조에 의한 권리를 이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부속서 2절에 규정된 조정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3. (a) 어업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208) 또한, 제297조 제2항(b), 제3항(b)에서는 위 각 단서 규정들에 의해 제15부 2절의 적용이 배제되
는 분쟁이라도 일정한 경우 제5부속서 2절에 따른 강제조정(compulsory conciliation)에 회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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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
권 포함)에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b) 이 부 제1절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분쟁당
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된다. [이하 생략].

1.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it is alleged that a coastal State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gard to the freedoms and rights of
navigation, overflight or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or in
regard to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specified in article 58;
(b) when it is alleged that a State in exercising the aforementioned freedoms,
rights or uses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this Convention or of laws or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astal State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or
(c) when it is alleged that a coastal State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specifi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are applicable to the coastal State and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y this Convention or through a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diplomatic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2. (a)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 except that the coastal State shall not be obliged
to accept the submission to such settlement of any dispute arising out of:
(i) the exercise by the coastal State of a right or discre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6, or
(ii) a decision by the coastal State to order suspension or cessation of a
research proj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3.
(b) A dispute arising from an allegation by the researching State that with
respect to a specific project the coastal State is not exercising its rights
under articles 246 and 253 in a manner
3. (a)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fisheries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 except that the coastal State shall not be obliged to accept the submission
to such settlement of any dispute relating to its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heir exercise,
including its discretionary powers for determining the allowable catc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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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ing capacity, the allocation of surpluses to other State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it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b) Where no settlement has been reached by recourse to section 1 of this Part,
a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conciliation under Annex V, section 2,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when it is alleged that: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p, 1749-1755.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2007)209)에서는 협약 제83조 제3항 위
반 문제에 대한 협약 제297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당시 가
이아나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자신의 시험굴착 행위에 대해 수리남
이 취한 대응조치가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위반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리남은 가이아나의 청구는 무생물자원에 관
한 주권적 권리의 집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297조에 의해 제15부 2
절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항변했다.210) 중재재판소는 무생물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강제절차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리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11)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협약 제83조 3항의 해석이나 적
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위 제297조 규정에 의한 강제절차 배제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협정은 대륙붕의 공동개발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분쟁은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즉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행위나 어업행위 등을 전제로 한 제297조 제2항(a) 단서, 제3항(a) 단
서에 이 사건의 협약 제83조 3항의 분쟁이 포섭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209)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Hague, 17 September 2007).
210) Ibid., paras. 411-412.
211) Ibid., paras. 4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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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98조의 선택적 예외
한국은 2006년 4월 18일 협약 제298조에 근거하여 동 규정 1항상
각 호의 모든 분쟁유형에 대해 강제절차 배제선언을 했다.212) 일본
은 이러한 배제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협약상 강제적 분
쟁해결절차의 적용에 있어 위 배제선언에 따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위반 문제를 분쟁의 주제 내
지 청구취지로 구성한다면, 무엇보다 제298조 제1항(a)(i)의 적용 여
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98조 제1(a)(i)항에서는 “해
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 15, 74 and 83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s)을
제15부 2절에 따른 강제절차의 선택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의 배제선언에도 이 분쟁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표 4-9>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98조 제1(a)항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2
절에 규정된 절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선언할
수 있다.
(a) (i)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
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 후 발
생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5
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
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
212) 외교부 보도자료(PRESS RELEASE) :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
서 기탁(배포일시: 2006년 4월 20일).

120

제 4 장 국제법적 대응방안

(ⅱ) 조정위원회가 보고서(그 근거가 되는 이유 명시)를 제출한 후, 당사자는 이러
한 보고서를 기초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교섭한다.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 동의에 의해 제2절
에 규정된 어느 한 절차에 그 문제를 회부한다.
(ⅲ) 이 호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된 해양경계분쟁, 또는 당
사자를 구속하는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어떠한 해
양경계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section 1, declare
in writing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ne or mor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with resp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f disputes:
(a) (i)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s 15, 74 and 83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s, or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provided that a State having made such a declaration shall, when such a
dispute arises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where
no agreeme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s reached in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accept
submission of the matter to conciliation under Annex V, section 2; and
provided further that any dispute that necessarily involves the concurrent
consideration of any unsettled dispute concerning sovereignty or other rights
over continental or insular land territory shall be excluded from such
submission;
(ii) after the conciliation commission has presented its report, which shall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the parties shall negotiate an agreement on
the basis of that report; if these negotiations do not result in an agreement, the
parties shall, by mutual consent, submit the question to on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iii) this subparagraph does not apply to any sea boundary dispute finally settled
by an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or to any such dispute which is to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binding upon
those parties;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p. 1752-1753.

그렇다면,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3항의 분쟁도 위 제298조
제1항(a)(i)에 포함될 것인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한국의 배제선언에
의해 현재 협정을 둘러싼 분쟁 유형에 대해서도 강제절차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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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강제절차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
제298조 제1항(a)(i)이 포함하는 분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
란이 존재한다. 해당 문언 중 ⅰ)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에 중점
을 두면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에 관한 분쟁 역시
재판관할권에서 배제되는 분쟁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ⅱ)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이라는 문언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잠정약정에 관한 제74
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에 관한 분쟁의 배제되는 분쟁
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관한 분쟁이 제298조 제1항(a)(i)
에 포섭되는지 여부와 대하여는, 2018년 5월 최종 조정위원회의 권
고가 내려진 동티모르-호주 간 조정사건에서 호주 측의 조정권한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2016)213)에서 관련 논의가 다루어진바 있다.
호주는 2002년 3월 제298조 제1항(a)(i)에 속하는 분쟁에 대해 강제
절차 배제선언을 했다. 당초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만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에서 동티모르는 구두변론 중 최종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
정위원회의 조정 이외에 부가하여 호주와 동티모르가 양국 간 ‘과도
적인 약정’의 합의에 조력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214) 제298조의
배제선언을 호주가 한 상황에서 협약 제298조 제1항(a)(i)이 일방(호
주)이 배제선언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조정은 가능하도록 규
정하였기 때문에 동티모르가 강제조정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티모르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해양경계획정 뿐만 아니라 ‘과도적인
약정’, 즉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213) PCA Case No. 2016-10 In the Matter of a Conciliation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the Commonwealth Australia, Decision on Australia's
Objection to Competence (19 September 2016).
214) Ibid., para. 95.

122

제 4 장 국제법적 대응방안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호주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권에 항변하면서
이러한 요청이 협약 제298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조
정위원회의 조정권한에 ‘해양경계획정’ 부분만 포함된다는 것이 호
주입장인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조정결정문이나 구두변론 회의록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호주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215)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제7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는 해양경계획정뿐만 아니라 잠정약정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티모르의 요청이 제298조 제1항(a)(i)의 범위 내에도 포함된다고 하
였다.216)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결론적으로 호주의 제298조에 따른 배제선언에는 해양경계획
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
정에 관한 분쟁 역시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판 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강제조정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배제선
언을 통하여 잠정약정에 관한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분쟁
역시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에 잠
정약정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의 해석을 검토해 보면 조정위원회는 제
298조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에는 제74조 제
3항과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298조의 배제선언을 통해서 재
판대상에서 배제되는 분쟁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
라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잠정약정에 관한 분쟁도 포함
215) Ibid., paras. 95-97 참조; Opening Session Transcript, p. 70, lines 7-23 참조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1889)(검색일: 2018. 12. 5).
216) Ibid., par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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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조정위원회가 명확히 결정한 대상은 아니
다. 논리적으로 강제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은 제298조에 따라서
재판대상에서 배제된 분쟁이기 때문에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
항의 잠정약정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우선 배제선언을 통하여 잠정약정에
관한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분쟁 역시 재판대상에서 배제
되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에 잠정약정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이다. ‘해양경계획정’(협약 제83조
제1항)과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약정’(협약 제83조 제3항)에 관
한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에 관
한 문제가 조정에 회부되었다면 ‘잠정약정’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조
정에 회부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게다가 호주는 2002년 2월
22일 제298조에 따른 배제선언을 하였으며 배제선언 내용을 보면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s
15, 74 and 83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s”217)라고 하여
제298조의 문언에 충실하게 배제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호주의 배제
선언대로라면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대한 재판대상에서
의 배제도 당연히 추론될 수 있다고 조정위원회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배제선언에서 명시적으로 ‘해양경계획정’만을 재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하고,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은 배
제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218)
217)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
htm#Australia after ratification (검색일: 2018. 10. 20).
218) 물론 한국 역시 제298조 문언에 충실하게 유보를 선언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보선언의 내용을 변
경하지 않는 이상 호주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선택적 예외 선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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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능성은 동티모르-호주 조정사건의 조정위원회의 의
견과는 별도로 제298조 제1항(a)(i)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
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양경계획
정분쟁 그 자체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협약이 원칙적으
로 강제분쟁해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예외는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19) 협약상 강제절차의 예외를 도
입한 취지는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국가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쟁
유형을 제외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분쟁은 제298조 제1
항(a)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220)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
들이 처음 성안될 당시 1974년 초안에서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
쟁”221)만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1974년 초
안의 문안이 이후로도 한동안 유지되다가 1979년 NG 7 의장안222)을
통해 현재와 같이 변경된 점을 들어 제298조 제1항(a)(i)의 분쟁에는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분쟁을 포
괄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223) 그러나 협약 성안 과정상 이러
“1.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
htm#RepKorea after ratification (검색일: 2018. 10. 20).
219) 中谷和弘,「境界未画定海域における一方的資源開發と武力による威脅 : ガイアナ･スリナム
仲裁判決として」、柳井後二 ･ 村瀬信也編, 『国際法の実践 - 小松一郞大使追悼』, 新山社,
2015年, p. 534. 西本健太郞,「境界未画定海域における自制義務」,『国際問題』第674号(2018
年 9月), p. 21에서 재인용.
220) 西本健太郞, ibid., p. 22.
221) A/CONF.62/L.7(1974), volume III. Official Records, p. 92.
222) A/CONF.62/91(1979), volume XII, Official Records, p. 108.
223) Chris Whomersley, “The South China Sea : The Award of the Tribunal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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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지
표면적인 문안의 변화만을 근거로 협약 초안자들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공동개발 추진의 한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로 청구 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
취지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본의 협정 위반을 확인하는 내용뿐만 아
니라, 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명령하는 내용,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 여부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분권적인 국가 채제 하에서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 위반 여부를 묻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별개의 협정이며 별개의 협정의 이행을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적용(협약 제286조)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에서 요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신의성실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
300조를 인용하여 협약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약정에
해당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Brought by Philippines against China - A Critiqu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16), pp. 24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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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방 탐사 추진 가능성
양국 간 협정 이행의 재개·활성화를 위한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분쟁해결절차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협
상의 진전도 없고, 분쟁해결절차의 활용도 여의치 않다고 할 경우에
는 결국 단독탐사·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 탐사 등 개발
활동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취지와 상반되는 활동이므로
그 법적인 정당성의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본의 조광권자를 지
정하지 않는 것이 협정의 위반이라는 점과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VCLT), 이하 ‘조약법’)」224)상의 ‘조약의 시행
정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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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의 중대한 위반 - 조약법 제60조
「조약법」 제60조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타방당사국은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 「조약법」 제60조가 인정하는 조약
의 시행정지를 위해서는 조약의 중대한(또는 실질적, material)225)
위반이 있어야 한다.

224) 1969년 5월 22일 채택, 1980년 1월 27일 발효. 한국과 일본은 모두 당사국이다. 동 협약은 그
발효 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제4조) 1974년에 체결된 남부대
륙붕공동개발협정에는 비엔나협약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오늘날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ICJ 역시 비엔나협약의 특정 조항이 현재의 관습국제법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예가 없다. 정인섭,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p. 14.
225) 정부의 국문본은 “실질적” 위반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보통 “중대한” 위반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중대한”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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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조약법 제60조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1. 양자조약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 부여한다.
2. […]
3. 본 조의 목적상, 조약의 실질적 위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이 협약에 의하여 용인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 거부 또는
(b)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
4. 상기의 제 규정은 위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상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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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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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object or
purpose of the treaty.
4. 상기의 제 규정은 위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상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
자료: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기본법규집』 (㈜현암사, 2007), p. 147.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란 ⅰ) 동 협약에 의해 용인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거부나 ⅱ)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의 위반을 의미한다(「조약법」 제60조 제3항). 여기서 협약이 용인하
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거부는 보통 당사자가 조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려는 의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설명된다.226) 한편, 조약
의 대상 및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essential)인 규정이란, 조약의 핵심
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이를 배제한다면 당사국들로서는 조약을 이
행할 관심을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27)
226) 정인섭, 「조약법강의」, (박영사, 2016), pp. 166~167,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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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필수적인 규정은 사소한 위반만 있어도 중대한 위반에 해당
하게 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왜 위
반을 했는가, 그 의도는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위반의 결과만을 가지
고 판단한다.228) 반면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못한 위반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등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조약법」상의 종료
나 시행정지 사유는 되지 못한다.
협정상 조광권자 지정은 공동탐사․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
서 일방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으면 협정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쌍방이 협의하기 위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협의 역시 협정의 이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조광
권자의 지정이 없으면 공동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이것이 없
으면 공동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조광권자 지정의무(제4조 제1항), 공동위원회 설
치․유지의무(제24조) 및 협의의무(제29조) 등의 이행거부는 곧 비엔
나협약이 용인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거부 또는 협정의 대상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 여
부에 있어 그 의도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무 위반에 대
한 여하한 항변도 “조약의 중대한 위반”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불이행의 입증을 전제로 「조약법」 제
60조를 원용하여 협약의 시행정지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7) Ibid., p. 291.
2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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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정지의 대상
1) 단독탐사·개발 가능성
일반적으로 분쟁 수역에서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 따라 확립된
판례의 논리가 적용된다. 분쟁수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연안국의
모든 행위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탄성파 탐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분쟁수역에서 물리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상업적 이용(exploitation)을 위한 굴착 행위는 불가능하
다. 굴착 탐사(exploratory drill)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하
지만 해당 수역이 양국의 ‘공동개발 구역’이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분쟁수역과는 그 법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시행정지 되면 그 정지된 행위의 대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 ⅰ) 첫째는 협약
전체의 시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공동개발수역은 일반적인 분쟁 수역
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ⅱ) 둘째는 공동개발구역 내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정지된다
고 보는 시각이다. ⅱ)의 경우 공동개발수역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
대방 국가와 ‘공동’으로 탐사 및 개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분쟁수역(혹은 중첩수역)의 법적 성격을 어떻
게 규정하는지를 검토하면 협약이 어느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를 확
인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수역을 개발이 불가능한 수역이 아니라 개
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당시에도 분
쟁 수역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장은 지지를 받
지 못하였다.229)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당시 경계획정 전 해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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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권리 행사의 한계선으로 중간선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었
으나 이는 지지를 널리 얻지는 못하였다.230) 또한 협상 초기 경계획
정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등거리선 밖으로는 경계획정
선을 주장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고231) 다른 나라가 주장하는 권리
에 대해서 신의칙에 따라 그 해당 해역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협약 문안으로 채택되지 못 하였다.232)
오히려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이 ‘잠정약정’ 그리고 ‘실질적인
(of a practical nat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쟁수역의 완전한 탐사 및 개발 활동 중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3) 또한 분쟁수역에서 당사국의 법적 권리
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
229) 김선표, 홍성걸, ｢잠정협정의 법적 성격과 중간수역 운용문제｣, KMI 기본과제, 1999, p. 8.
230) 일본, 그리스, 네덜란드가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Third Conference of the Law of
the Sea에서 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median line 이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See A/CONF.62/C.2/L.31/Rev.1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III, p. 211 (Japan: revised draft article on the
continental shelf); A/CONF.62/C.2/L.32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III, p. 211(Greece: draft articles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yond the
territorial sea). A/CONF.62/C.2/L.14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III, p. 190(the Netherlands) At the third session, the Article 61 and the Article 70 of
the Informal Single Negotiated Text[ISNT] proposed to refrain from exercising
jurisdiction beyond the median or equidistance line. See A/CONF.62/WP.8/Part
II(ISNT, 1975), Article 61,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IV, p. 162; See
NG7/2/Rev.1 (1980, mimeo), Article 83. But at the following session, the article 62
of the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which revised the ISNT, was altered as not
using the median or equidistance line for the provisional arrangement. The Chairman
of the Second Committee explained that “…I felt that the reference to the median
line or equidistant line as an interim solution might not have the intended effect of
encouraging agreements… ” see A/CONF.62/WP.8/Rev. 1(1976)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V, p. 153, 164.
231) (the Netherlands) A/CONF.62/C.2/L.14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III, pp. 190~191.
232) (Ireland) A/CONF.62/C.2/L.43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UNCLOS III, Vol III, pp.
220~221
233) Sun Pyo Kim,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 East Asia”,
The Hague: Martinus Nijhoff, 2004,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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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이아나 수리남 사건(2007) 중재재판부도 ‘잠정약정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는 분쟁 대상 해역에서 경제적
개발(development)이 정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잠재적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para. 460)라고 하여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시각임을 확인할 수 있
다.234) 따라서 오히려 개발 가능한 해역이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수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국제법은 중첩수역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 형식에 있어서 제한이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을 통하여
중재재판소가 확인해 준 바와 같이 ‘항구적 변화’의 발생 여부가 기
준이며, 이 기준에 따라서 탄성파 탐사는 전적으로 허용하고, 상업적
굴착은 불허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 다른 제한은 단독 개발에
대한 제한이다.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은 잠정약정 체결
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중첩수역에서 공동개발 형식
으로만 상업적 이용 및 이를 위한 탐사를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
다. 따라서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면 중첩수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
역이라는 ‘원래의 모습’을 제한적으로나마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공동개발협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반대적 급부로 협정의
시행정지를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공동개발협
정이 체결되기 이전의 단순한 분쟁수역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한번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된 이상 ‘개발이 가
능한 수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협정이 시행 정지됨에 ‘공동’ 개발 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단독 개
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
234) PCA, Case No. 2004-04, Guyana and Suriname, Th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para.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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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 조약이 시행정지 될 경
우 상대방 역시 조약의 이행의무로부터 해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론상 상대방 역시 협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여타 활동들
을 수행할 가능성도 더 넓게 열리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러한 시행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는 우선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도모해야 하고(「조약법」 제65조 3항), 이의제기 일자로부
터 12개월 내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방의 요청으로 「조약법」 부
속서에 의한 조정위원회에 분쟁이 회부되거나(「조약법」 제66조 (b))
아니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중재위원회(중재재판)에 회
부될 수 있다(「조약법」 제60조 제4항).235)
「조약법」 제60조에 따라서 일본의 실질적 위반을 이유로 시행정지
를 주장하고, 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 단독 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이익 배분에 관한 협정상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조약의
시행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조약법」 제72조 제1항(b)에 따르면 ‘그
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당사국 간의 법적 관계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6) 협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협정상의
목적인 공동 개발은 잠시 보류되었을 뿐 여전히 유효한 목표이다. 따
라서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유전이 발견된
235) 조약법 제60조 제4항 조약의 위반으로 인한 시행정지의 경우 조약 위반 시에 적용된 해당 조약상
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위반으로 인한 시행정지로 야기되는 분쟁에
대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고 협정상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약법상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상의 분쟁해결절
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게 된다.
236) 영어본 원문
“1. (b)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does not otherwise affect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stablished by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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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개발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익 및 비용은 두 국가
가 동등하게 향유 및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협정 제9조 참
조). 일본의 전적인 협력이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나라가 이익을 배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면, 제72조 제2항의 “시행정지 기간 동안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
재개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여야 한다”에237) 위반할 소지가
있다.
상업적 이익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비용 부담은 자원개발에 성공하
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부담하면 충분하다. 문제는 협정
의 시행정지 중 단독으로 탐사를 하였지만 상업적으로 개발가능한
자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탐사 비용 부담이다. 이 경
우에도 일본과 비용을 반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대륙붕 공
동개발협정 제15조를 원용하여 단독으로 탐사 및 채취를 강행한 우
리나라가 이에 관한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인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자원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 소요 비용을 반분해서 각자 부담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부존자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타방
(일본)에게 부존자원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실패의 부담까지 나누
어지게 하는 것이 협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 개발 실패 시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일본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37) 영어본 원문
“2. During the period of the suspension the parties shall refrain from acts tending to
obstruct the resumption of the operation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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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유효기간의 중단 문제
협정 제31조 제2항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시행정지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만 정지하
는 것도 가능하며 그 경우 협정이 2028년이 되어도 종료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 「조약법」상 조약의 존속기간 규정을 시행정지시킬
수 없다는 규칙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협정의 존속기간 규정의
시행정지가 협정 위반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공동탐사·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규정한 협
정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238) 협정의 존속기
간이 중단될 수 없다는 강행규범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비엔
나협약 제60조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 시 조약의 전부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중단시킬 권리를 조약 위반국의 상대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
약의 시행정지 중에도 존속기간이 계속 진행된다면 조약의 종료나
폐기를 원하는 유책국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안겨다 주는 불
합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조약을 위반한 국가를 상
대로 시행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일 대륙
붕 공동개발협정상 유효기간 규정이 반드시 특정 종료 시점(현재로
는 2028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협정 유효기
간의 시행정지는 양국의 공동탐사·개발기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239)
238) 다자조약에서는 조약상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당사국만의 합의로 조약의 시행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권리 향유 또는 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시행정지의 합의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제58
조 1(b)). 본 협정은 양자조약이므로 다자조약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
지 않을 것이다.
239) 협정 제10조 2항에 의하면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8년이며, 채취권
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설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하되, 5년간의 추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탐사 및
채취권의 최장 존속기간을 염두에 둘 경우 최소 43년(8+30+5)의 기간은 협정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5

제
4
장

다만 시행정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조약법」 제72조는 시행정지 기
간 동안 조약을 이행할 의무(obligation)로부터 해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조항의 적용이 중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조약법」 협약이 말하고 있는 시행의 정지(operation
in treaty)를 「조약법」 협약은 ‘의무의 해제’ 측면에서만 규율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를 이행할 의무로부터 해제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제
31조가 규정하고 있는 협정의 종료에 관한 통고권을 준수할 의무에
서 해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28년이 되어도 협
정이 종료되지는 않는 것이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1> 조약법 제72조
제72조 조약의 시행정지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규
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약에 의거한 그 조약의 시행정지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a) 조약의 시행이 정지되어 있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동 정지기간 동안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b) 그 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당사국 간의 법적 관계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시행정지 기간 동안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 재개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Article 72 Consequences of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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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외교통상부 조약국, 앞의 책,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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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정지 절차 및 분쟁해결수단
「조약법」은 조약의 시행정지 등의 원용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해서는 타방당사국에 그 주장(claim)을 통고해
야 한다(「조약법」 제65조 1항). 이 통고는 서면에 의해 행해져야 한
다(「조약법」 제67조). 조약에 관하여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그 이유
를 표기해야 하므로(「조약법」 제65조 제1항), 조약을 시행정지하고
이를 토대로 단독 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정지 및 단독탐사
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조약을 시행정지하고 유효기간을 정지시키고
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를 그 이유와 함께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위 통고가 상대방에 접수된 이후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통고 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문서
(instrument)를 통해 조약의 시행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조약법」 제
65조 제2항, 제67조 제2항).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통해 그 해결
을 도모해야 한다(「조약법」 제65조 제3항).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 날
짜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내에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분쟁의 평
화적 해결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국
의 요청으로 「조약법」 부속서에 의한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조약법」 제66조 제(b)호). 「조약법」 제66조가 시행정지 등
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약법」 제60조 제4항은 조약
의 위반 시 해당 조약상의 규정의 적용을 우선하고 있다(「조약법」 제

137

제
4
장

60조 제4항). 따라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상의 분쟁해
결절차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일본이 한국의 협정 시행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협정 제31조상의 중재재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국제 재판을 통해서 협정의 시행정지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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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일 양국의 입장 검토
1. 일본의 입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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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재까지 입장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1) 협정 해석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자원개발
및 탐사를 양국의 민간기업을 독려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독려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당사국은 규칙을 만들어 민간 분야의 활
동을 규제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륙붕경계획정에 대한 모든 협상
이 의미를 가지려면 실제 자원 탐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부
문은 실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참여가 없다면
양국 간의 협의는 무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양국 간 적대적인 태도는
139

시간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지금은 양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해야 하며. 공동개발구역에서의 자원 탐사 가능성을 보
고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시점
에서 양국의 각자 역량을 통해서 자원 탐사 가능성에 대한 공동 연구
를 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
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수 년 내로 관련 연구의 결과가 도출될 것
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양국은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혹은 연장 여부
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대륙붕 권원 판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해당 해역에서 일본이 200해리 대륙
붕 권원을 가지며 한국이 200해리 넘어서 일본의 대륙붕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륙붕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
약상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는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원이다. 동중국해에서 양국의 연안간 거리는 400해리 미만
이므로 중첩된 대륙붕이 존재하고, 대륙붕에 대한 권원도 중첩된다.
오키나와 해구는 일본 대륙붕으로부터 자연적 연장에 해당하지만 오
키나와 해구가 일본의 자연적 연장인지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 내에서는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협정이 이미 200해리까지 연안국의 대륙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지리학, 지구물리학, 지형학 등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 권원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주장 가능하며, 또한 타국의 대륙붕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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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키지 않고 있다. 타국의 대륙붕을 잠식시키는 경우 유엔해양법
협약 제76조 제1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근본적인
변화는 대륙붕의 권원에 대한 근거 자체에 대한 것이다. 1982년 유
엔해양법협약 이전에는 자연적 연장을 제1의 근거로서 대륙붕에 대
한 권원으로 주장했다. ICJ의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이 대륙
붕에 대한 권원으로서 자연적 연장의 주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자연적 연장론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면서 자연스럽게 종결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유엔해
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륙붕의 권원에 대한 근거를 기반할 의무
가 존재한다. 대륙붕의 권원을 결정하는 것은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이다. 따라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공동개발구역 역
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양국이 동일하게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대륙붕을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
5
장

3)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간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
다. 대륙붕 권원 주장 근거의 변화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영향이고, 유
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내 공동개발구역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1982년) 이후 국제관행
변화와 관련 판례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중재판정을 비
롯한 국제재판소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최소한 잠정적인 경계선으로서 중간
선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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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알 수 있다. 양국은 이미 등거리선 방법으로 대륙붕 경계를 획
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1974년에 양국은 중간선을 기준
으로 대륙붕 북부 구역의 경계 획정에 합의한 바 있다. 대륙붕 경계
획정에 대한 국제관행 등이 한･일 대륙붕 경계협정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등거리선에 따라 경계획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유
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1항에 의한 형평한 결과를 도출 가능하다.

4)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일본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채택 당시부터 협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에 협정이 채택
되었음에도 일본의 국회에서 그 비준 여부에 대해서 약 4년 동안이
나 지체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이후 1차 8년의
탐사기간(1978~1987년)에는 거의 모든 광구에서 조광권자가 지정되
어 공동탐사 및 굴착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2차 탐사기간(1991~1993
년)에는 오로지 2광구와 4광구만 조광권자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새
로운 탐사활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굴착을 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이 이를 의도하거나 기획한 것은 아니다. 2차 탐사기
간 동안의 조광권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
황변화와 유엔해양법협약 채택(1982)이 일본의 행동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일본은 협력의 강도를 낮추고 협정에 따른 이행에서 벗어
나 다른 방식으로 공동개발에 대응하는 양식을 취한다. 2차 탐사기
간까지는 협정에 따른 이행을 추구하다가 이후부터는 이러한 전략을
수정하여 국영 석유기업 사이의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2000년 들어
3D 탄성파 탐사를 장관 사이의 공동성명서 채택과 양해각서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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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추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한국석유공사가 일본은
석유공단이 참여하였다. 둘 다 모두 국영기업이었으며 조광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실체였으나 조광권자 지정 없이 3D 탄성파 탐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공동탐
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협력 수준으로 협력의 정도를 격하시켰다. 우리나
라는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연구협력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우리 측 당사자로 나섰지만 일본은 민간회사가 나섰고 기존 탐사결
과에 대한 연구활동을 벌였다. 일본에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
이 없기 때문에 사기업이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는 민간 차원
의 협력도 끊어진 상태이며, 상업적 개발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우
리나라의 공동개발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평가해보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협력
의 강도를 낮추면서 협정의 사실상 사문화된 사태로 만들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체결 및 발효 자체에 불만이 있어서 협력을 의도적
으로 회피한 것이든 아니면 자원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
에 이에 협력하지 않았든 간에 분명 협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이행
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2.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1) 우리나라의 기존 전략 검토
1차 탐사기간(1978~1987년) 동안에는 협정에 따른 이행이 추진되
었으나,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광권자는 대부분 외국계 회사였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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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국계 회사들과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륙붕 전반에 대하여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탐사기간(1991~1993년)에도 우리나라 측의 조광권자는 외국
계 회사인 BP였다. BP가 8년이라는 탐사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
에 조광권을 포기하고 나간 것은 외국계 회사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하여 광구를 개발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다만, 당시에 2소구와 4소구에 대해서만 BP 조광권자가
지정되었고, 다른 소구역에 대해서는 조광권자가 없었다. 이러한 상
황은 BP의 조광권 반납 이후 공동개발구역의 개발이 전반적으로 중
단된 이유가 된다.
1차 탐사기간과 2차 탐사기간 이후 한･일 양국이 대륙붕 공동개발
헙정에 따른 개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본 측의 비협조도 그
원인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력만으로 개발
을 추진할 수 없다는 내부적 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의 해저자원개발 역량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석유 및 천연
가스 개발이 동해 6-1광구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1990
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내부적 동력
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0년대 초반은 유엔해양법협
약의 발효(1994년)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협약이 채택(1982년)된
이후 변화된 해양법과 새롭게 확정된 대륙붕의 정의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을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
은 이미 밝힌 대로 협력의 정도를 순차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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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임하였으며 이러한 타협의 산물로 양국 사이에 2002년 3D
탄성파 탐사와 2010년까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이행의 역사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는 한･일 대
륙붕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공
동개발을 할 수 없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과 협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공동개발과 관련한 이행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2) 향후 전략 방향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전략에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에 세
워진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협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
여 국가 대 국가의 구도로 사안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240)
그러나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한국석유공
사,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일본 민간기관간 공동연구협력을 강화
한다’고 상호간 공동의 협력 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춘 모
양새를 취하였다.241) 이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협정 제24조에 따르면 일방이 대륙붕 개발과 관련하여 한･일 공동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한다. 따라서 일본을 상대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협약의 이행
24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년 2월 26일, 「국내 대륙붕개발 본격추진: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09-’18)』수립․시행」.
241)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9월,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중 ‘과제7.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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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수준
으로 협력을 격하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
발 전망을 낮게 본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 되고 일본의 협력 의무
불이행과 해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톤다운 전략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
는 1974년 체결,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문
언에 따라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협정이 정한 공식 절차를 통하여 일본의 협정 이행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며, 협정이 정한 공식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
의 개최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요구가 거부될 경우
에는 협정이 정한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그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
야 한다.

제2절 내부 정비 방안
협정 이행의 재개 및 활성화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는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한 민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
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부정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고려 사항
1) 안정적인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문제는 새로운 현안이 아니다. 이
미 1993년 조광권 반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선에서는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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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 건은 산업통상
자원부,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서 3부서 간의 협력이
절실한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서 유관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한 현안이다.
여러 부처 및 관련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 추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상호 정보·의견교환 과정에서의 비
효율성, 의사결정 주체와 책임의 불명확성,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 동
기 결여 및 지속성 부족 등과 같은 한계들이 그 예이다. 이는 수평적
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문제들이다. 동 건은 최소 협
정의 종료시점인 10년 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2028년 이후에 만
약 협정이 종료된다면 이후에 제주도 남방 해역 대륙붕 관리 및 활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안
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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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심의위원회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
원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의 2). 또한, 동 법은 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비롯한 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
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에너지·자원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차관)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제1항).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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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사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제2조의3 제4항). 이때
관계 행정기관은 ⅰ) 기획재재정부, ⅱ) 외교부, ⅲ) 산업통상자원부,
ⅳ) 해양수산부를 의미한다(시행령 제2조의 3). 이 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2조의3 제6항). 실무
위원회는 동일하게 ⅰ) 기획재정부, ⅱ) 외교부, ⅲ) 산업통상자원부,
ⅳ) 해양수산부의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
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및 전문가이다(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현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이다(시행령 제2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 우리가 대륙붕한
계위원회에 정보문서를 신청한 해역인 제주도 남방의 동중국해 200
해리 외측의 대륙붕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역시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운용을 위한 국내법 체제는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저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해서
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정한 체제와 기구를 통하여 관련 중앙부
처 간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적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여타 부처들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중앙부처들 사이에서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개별 부처가 상호간 책임과
역할의 분배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 주도
적 역할을 하지 않는 부처에 이 현안은 타 부처의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주도 부서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전담영역이 아니거나
업무분장이 미묘한 한계영역에 있어서는 타부처의 협조에 의존해야
만 한다. ‘해저광물개발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정책을 직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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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는 점에서도 실제 해당 정책 추진
에 직접 동력을 불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논의 수준의 격상 및 정책추진 동력의 확보
정책추진의 동력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 안정적 시스템의 구
축 측면에서는 정책 논의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첫째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앞서 언급
한 3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회의체 중 ‘대외경
제장관회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동 회의체는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마련되는 회의체이다(대외경제장관회
의규정 제1조). 한･일 간 대륙붕공동개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
대외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이해되므로242) 동 회의체에 산업통상자원
부의 주도로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부처 간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방안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사
안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정부조직법」상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제20조). 현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4개의 중앙부처(ⅰ) 기획재정부,
ⅱ) 외교부, ⅲ) 산업통상자원부, ⅳ) 해양수산부)가 관련되어 있으며

242) 동 회의체는 양자 간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2조 2호),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호) 등을 심의･조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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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상호간의 업무를 조정
하고 단계마다 어떠한 부처가 해당 사안을 처리해나갈 것인지 결정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해저광구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해
서는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의 대외협상은 외교부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판단해주는 것 역시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저의 기본적인 과학조사에 관한 정보를 관
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국면과 대외관계의 변화
에 따라 각각의 중앙부처가 취해야 할 바와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이 담당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시는 협정의 이행 재개 및
활성화 문제의 본격적 추진에 큰 추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산하에 별도의 T/F나 위원회를 구성하
여 일종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선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극
복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때의 T/F
를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별도의 정부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앞
서의 방안이 기존 정부조직상의 업무추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되
논의 수준을 격상시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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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정부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일에 집중하
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인력선발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직원
파견 등이 필요하다면 초기 구성과정에서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전담조직의 신속한 구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성한 후, 추가적인 조직화 방
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2. 참여기관 및 기능
정책 추진의 기본 형식을 어떻게 설정하건, 협정 이행의 재개 및
활성화라는 큰 목표하에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추진할 협의
체 내지 조직체의 구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참여기관
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제
5
장

1) 정부부처
정부부처의 경우, 대륙붕공동개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
통상부(자원개발전략과),243)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비롯
한 국제법 업무와 대일(對日)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국제법규

243) 산업자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⑤ 자원개발전략과정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5. 해외 및 해양광물자원(석유․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22.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9.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30.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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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동북아국),244) EEZ․대륙붕의 통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
산부(해양영토과, 국립해양조사원 포함)245)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러한 세 부처의 협업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기획재정부, 해양경찰
청 등 유관 부처들의 참여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정부부처 간 협업 체계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정부의 변
경 등 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성 있는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본 현안을 다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파견 받아 별도의 부처 간 T/F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각종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저지질자원개발원(KIGAM) 등
24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제법률국)
⑤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4.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6. 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동북아시아국)
④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일본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5. 일본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4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해양정책실)
⑤ 해양영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3. 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4. 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협력
6. 해양과학조사ㆍ예보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9. 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지원 및 수로 관련 법ㆍ제도 운영
1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해양영토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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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의 경우, 해양경계획정을
비롯한 해양법 및 국제법적 자문, 대륙붕 내 자원분포에 대한 분석
및 해석, 향후 신규 탐사·개발 과정에 있어 관련 자문 제공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부처 인사들보다 개별 전문분야에 있어 오랫동안의 전
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의 탐사･개발의 진전사항, 양국 간 외교
적 소통 과정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현안 판단의 토대가
될 관련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 정부
부처와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 연구자들의 참여도 적절한 선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들은 실제 현안에 대한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정부 활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안에 대한 민간
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246) 또한 상대 측
학계와의 교류 또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의 타
당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이해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은 앞서 연구기관들을 포함
하여 가능한 한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의 참여형태는 별도의 자문단(advisory group)을 구성하는 방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기관 인사들과 순수 민간인사
들이 혼재된 단일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정부부처 입장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민관의
246) 예컨대, 협정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있어 정부정책의 배경과 타당성 등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기
고나 강연 등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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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고려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민간 인사들의 참여가 곤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핵심적인 연구기관 인사들은 정부
부처 내 협의체로 흡수하되, 별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순수 민간인사
들을 대폭 확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자문단은 가급
적 관련 외교교섭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초기부터 협상 준비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후 협정 제26조상 중재절차나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관련 쟁점에 대한 자문 이외에 중재인
이나 대리인 선정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
재인･대리인 선정에 대한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재인･대리인 풀을 확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한국석유공사
실제 대륙붕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KNOC)
의 참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그간
협정상 한국의 조광권자로서 계속 지정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국내 대륙붕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
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다. 특
히 정부 간 협상 및 협력 단계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연구 교류 과정
으로 일본 기업들과 공동 연구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해당 사안의 업무 파악 및 숙련도가 높은 상황이
다. 또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이를 담당할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락 방안을 여러 기관들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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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
일본에 대하여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단추이다. 추후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든지 모두 그 시작과 끝은 일본과의 협상
과 협의이다. 일단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과 주장하는 바를 상대
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방의 입장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1. 공동개발 협상
1) 협상 추진 시 검토사항
한국의 협상은 한국 측이 한국 측 조광권자 지정 사실을 일본 정부
에 통고하고 동시에 일본 측에 대한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하는 방식
으로 시작해야 한다(협정 제4조 제1항). 이어 더불어 한･일 공동위원
회 개최를 요구하고(제24조),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제29조)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한편,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간 공식적인 의견교환이 진행될 경우
에도 상대국의 정부 내 의견전달 과정에서 여하한 지연이 발생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계속 파악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기술적으로는 상대의 회신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
지하고 지연된 회신을 상대방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뒷받침하는 증
거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방에 송부하는 외교서한에 회신 기한을 명
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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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공동위원회를 통한 해결
(1) 의의 및 중요성
양측의 조광권자의 지정이 협정상 공동탐사･개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초기 의사교환 과정에서 가장 역점
을 둘 목표는 협정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공동위원회의
개최가 될 것이다.
한･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
는 협정이 예정한 공식적인 협의체이다(제24조). 쌍방의 조광권자 지
정 여부와 무관하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측
면에서 협정 이행의 재개 논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필
요하다. 이를 통해 양측이 자연스럽게 협상의 장으로 들어와 협정 이
행을 위한 논의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공
동위원회는 비단 협정의 이행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협정의 개정이
나 새로운 협정의 체결, 기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교섭과 협의의 장
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성사시키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한･일공동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사항들을 참
고하여 미리 향후 공동위 개최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협
정 발효 초기 한･일 공동위원회가 수차례 개최되어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 사항들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 대표단은 자원
개발 및 외교 부처의 국장 또는 심의관급 인사를 대표로 구성되었
다.247) 현 정부조직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또는
247) 외교부 아주국 또는 조약국 심의관,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등. 동아일보, 1979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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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정책관), 외교부 국제법률국 또는 동북아국 심의관에 해
당하는 인사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4조 제2항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하며 각 국별위원부는 각 당사국이 임명하는 2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wo national sections, each consisting of
two members appointed by the respective Parties.
자료 :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 1271.

협정상 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망라하여 다
루도록 되어 있다(제25조). 따라서 지나치게 고위급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수시로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유연하
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실무 인사 중심으로만 구성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별도 본부 보고․
재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의사결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
의 국장 또는 심의관급 인사를 대표로 구성한 구(舊) 체제가 일견 합
리적이라고 사료된다. 한･일․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구성 역시 양국
의 수산․외교당국의 국장․심의관급 인사를 대표로 하고 있다.
공동위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실무급 회의를 통해 공동위
의 개최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위 운영과정에서 원활한 논의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
성할 수도 있다. 공동위의 구성원들은 국내적인 협정 이행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기도 할 것이다.
｢「韓日대륙붕」오늘協議｣ 참조.
http://web.donga.com/pdf/pdf_viewer.php?vcid=da_17628_e_19790122_2
(검색일: 2018.1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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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회담을 통한 협상
(1) 한･중해양경계획정의 사례
과거 한･중은 1996년 이래 14차례 이상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
급 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2009년 4월 중국 외교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육지 및 해
양경계획정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변계해양사무사(边界与海洋
事务司)’를 신설했고, 이후 조직 정상화 등의 사유로 한･중 해양경계
획정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48) 한국으로서는 중
국어민들의 불법조업 문제 등 해양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한･중 해
양경계획정협상의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양국 정상은 2015년부터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 가동방침을 공동
성명249)을 통해 확인했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한･중 해양
경계획정 제1차 공식회담이 개최되었다. 새로이 재개된 협상체제는
기존 국장급에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으로 그 수준을 격상한 체제였
다.250)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의 재개 사례의 시사점은 이른바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이 갖는 영향력이다.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 재개
의 물꼬를 튼 것은 양국 정상 간 합의였다.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정
치적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역시 본질적으로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도 관련을 맺고 있는 사
안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데
248) 김민철,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논문, 2015, p. 2. 각주 4.
249) Ibid., pp. 2~3. 각주 5.
250) 외교부 보도자료(PRESS RELEASE), 2015년 12월 22일,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차 공식회담
개최”. 참고로, 위 회담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차관급 공식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으나, 국장급
협의는 매년 한두 차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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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정부 고위급, 나아가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가 요긴하게 작
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정상회담 의제화의 추진 노력
향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협정 이행의 재개
나 개정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를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 공동언론발표 등
을 통해 대외적으로 일정한 합의사항이 발표되면 양국 간 협정 이행
을 위한 추동력 확보에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과물로서 일정한 합의 도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
소한 정상 차원의 협정 이행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간 장관급 수준에서는 간헐적으로 공동탐사․
개발 요청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일본의 동의가 있다면 향후 정상회담
의 의제로 대륙붕 공동탐사․개발 문제를 상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하다.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간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기타 외
교적 여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륙붕공동개발 이슈는 양
국 간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
히 의제화의 가치가 있다. 특히, 공동개발의 법적근거가 되는 협정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입장에서 의제화를 거
부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이점이 있다. 덧붙여, 정상회담 의제화 가
능 여부를 통해 일본의 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와 향후 협정의 처리
방향에 대한 속내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
하여 추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교섭 과정에서부터 동 사안을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251) 구체적인
251) 국내적으로는「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상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
장에 관한 사항”(제2조 3호)이 동 회의체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관련 부처의 주도
로 한･일 정상회담 추진 시 해당 회의에 협정 이행의 재개 및 활성화를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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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화 시점은 일본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협상을 위한 준비사항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 재개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
여야 할 사항이 있다. 법률적 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여 협상
‘재개’를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논하
게 될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광권자가 지정 이후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사항 역시 사전 대비 과정에서 준비할 필
요가 있다.

1) 사전 탐사 자료 재검토 문제
조광권자 지정 절차를 위해서도 사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탐사 자료 재검토 및 새로운 자
료 취득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구도 하에서 한국만의 단독 탐사 자료 재검토 및 분석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정상 자료 재검토 작업 역시
공동개발의 대상 행위로서 일방이 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부과되는 행
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 및 관행을 검토하면 충
분히 단독으로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보여주는 해당 사례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한‧일 두 국가가 탐사 자료 재검토 작업을 협정상
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이다. 제2차 탐사기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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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4년) 중인 1991년 6월 26일 한･일 조광권자 사이에 운영
계약이 체결되었다.252) 협정 제12조에 따라서 1991년 9월 25일부터
6개월 후인 1992년 3월 25일까지 작업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서 양
국의 조광권자들이 1991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방콕에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1992년 2월부터 8월까지 기존 탄성파 탐사자료
의 재전산처리 및 해석작업을 진행하고, 1992년 9월~1993년 12월
사이 적절한 시기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전산처리 후
해석작업을 수행하기로 계획하였다.253) 이러한 스케줄에 따르면
1992년 3월 25일까지 작업을 착수할 수 없게 되자 한･일 양국은
1992년 3월 10일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6개월에 개시하여야 하
는 ‘작업의 착수’란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확인하였다.254) 따라서 현시점에서 1차 탐사기간
동안의 탄성파 탐사 자료를 전산처리 이후 해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은 협정 제12조의 ‘작업’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기존 자료를 전산
재처리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탄성파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작업의 착
수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2000년에 한국석유공사와 네덜란드 쉘사가 공동으
로 탐사자료 평가를 실시한 사례이다.255) 2000년 제주분지 상의 핑
후유전에서 중국이 석유 및 가스 발견하게 된다. 이어서 한국석유공
사 네덜란드 쉘사는 공동으로 탐사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후 일본을 상대로 공동탐사를
252) 국가기록원, CA0012420,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제5차 한･일공동위자료
(1978~1985년), p. 4.
253) Ibid.
254) Ibid., p. 26.
255)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5년사｣, (명성종합기획, 2005),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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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하여 2001년 산업자원부가 12월 14일 개최된 ‘한･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채택하고 일본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석유･천연가스 공동탐사 원칙에 합의하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
본석유공단(JNOC)을 각각의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256) 양사는
2002년 8월 1일 공동물리탐사 계약(JSOA)을 체결하고,257) ‘유망지역
에 3D 탄성파 탐사 공동실시’를 하였다.
조광권자가 지정 및 운영계약 체결 이전에 개별 기업이 조광권 신
청 및 광구 출원을 위하여 탐사자료 평가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작업
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단독으로
일방이 수행하는 것은 협정이 오히려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
다. 그것이 이전의 공동개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2) 협상 재개 준비
(1) 조광권자
가. 조광권자 지정
협상 준비를 위하여 우선 준비하여야 할 것은 조광권자를 지정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조광권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우리가 협상을 실
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한･일 공동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그 의제로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요청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조광권자 지정을 준비하면 충분
256) 당시 조광권자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로 지정했는지 여부도 확실하
지 않다. 공동물리탐사 계약(JSOA)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조
광권자끼리 맺는 운영계약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257) 한국석유공사, 앞의 책 (2005),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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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조광권자 지정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만 공동개발이 가능
하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조광권자 지정을 사전에 해야만 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일본을 상대로 조광권자 미지정이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
적하기 위해서는 조광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우리가 조광권자를 지
정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소구역
조광권과 관련하여 현재의 1소구와 6소구 사이에서 어디까지 조광
권자를 지정할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자원이 있을 것으로
유망한 소구는 2소구와 4소구이며 전체 공동개발구역 중에서 한국
쪽에 있는 수역이며 가상 중간선이 포함되어 있는 소구이다.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탐사권 설정 출원
조광권자가 지정되려면 사전에 우리나라 국내법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상 광구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 받아야 한다(「해저광물자원개
발법」 제12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6조에
서 정한 출원을 위하여 첨부할 서류에는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
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1. 탐사권을 취
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
에 관한 서류,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등이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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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 대상 준비
(1) 이전 탐사 자료 검토
현재 보유 중인 기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탐사자료를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고, 추가 탐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자
료를 취득할 필요성과 그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차 탐사 기간 동안 탐사 자료 및 2002년 3D 탄성파 탐사 자료를 재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탐사구역 및 3D 탄성파 탐사 구역 확정
새롭게 탐사를 할 구역에 대해서 이를 미리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2002년 3D 탄성파 탐사를 할 때 그 대상으로 삼은 해역은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 2소구 중 약 503㎢의 일부 구역에 지나지 않으
며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탄성파 탐사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또한 4소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3D 탄성파 탐사를 하지 않은 해
역이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탐사 자료 해석을 위한 준비
새롭게 탐사 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에 대한 해석 방안을 미리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별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간에 공동으
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권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배타적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협상 초기에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
롭게 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탐사 자료를 얻더라도 운영권
자가 이에 대한 모든 배타적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구의 조광권자가 자료 해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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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탐사 자료 취득 이후 이에 대한 해
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일본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4) 기타 점검 사항
(ⅰ) 협정의 종료시한까지 공동탐사․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넉
넉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ⅱ) 협정의 종료 전 공동개발구역 내 대륙붕의 자원 분포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양국 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탐사과정에
서 한국 측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한국 측이 요구할 탐사의
대상, 범위 및 방법258)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일본의 협상 중 예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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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광권자 미지정의 경우
가. 협정 제4조 제1항 위반
협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each Party)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3개월 이내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
게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shall authorize one or more
concessionaires […])”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광권자를 미지정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사
기업 주체가 조광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위반의
258) 탐사선, 탐사주체, 탐사기간, 탐사기기, 탐사원의 승선 요원 등과 같은 신규 자료 취득을 위한 구체
적인 탐사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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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주장한 바와 같다.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법상 추후 조치 즉 국제소송을 준비하거
나 혹은 일방행위를 주장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
드시 이를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일본이 협정을 이행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협정 위반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 것이다.

나. 협의 방안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어 조광권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
로는 제4조 1항 위반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상대방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동 규정의 법적인 해석과 평가를 지나치게 내세
우기 보다는 규정 해석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부각하되 되도록 공
동탐사․개발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협의를 지속
하는 것이 실제 공동탐사․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일 것
으로 보인다. 크게는 ⅰ) 일본 측에 공기업을 통한 조광권자 지정 방
안, ⅱ) 우호적인 일본 국내법인 설립 방안, ⅲ) 한국회사를 포함한
비일본법인의 조광권 신청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공동위 개최 및 협의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반응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나 협의요청에 대
해 불성실하게 반응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실 협정 규정들
을 원용하는 등 상황을 법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인식
한다면 이에 대해 철저한 무반응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
히려 협의에 임하기는 하면서도 회신을 지연한다든지 관련 회의 개
최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한편, 협정의 틀 외에서의 민간차원의 협력은 국가의 행위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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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이상 협정상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위원
회 개최 요청(제24조)이나 협의 요청(제29조)에 대해 민간 차원의 협
력을 역제의하거나 협정의 틀 외에서 별도 협력이 이루어졌던 사정
들도 분명히 협정상 의무 이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분지을 필
요가 있다.

(3) 일본의 제31조 주장 시 대처
; 협정의 개정･종료를 위한 협의 요청 시 대응방안
협정은 협정의 50년 유효기간 규정(제3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개발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본 협정을 개정하거
나 종료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것(shall consult)을 규정
하고 있다(제31조 제4항 1문).
한국 측의 공동위 개최 및 협의 요청에 대해 오히려 일본 측이 위
규정을 원용하여 협정의 개정·종료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고 보인다. 절차적으로 이러한 협의 요청이 접수되면 한국 측으로서
는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개
발할 자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므로 일본이 이
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협정에 따라 조광권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
는 점을 역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
전히 50년의 유효기간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제31조 제4항 2문).
한편, 위 규정에 근거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여타 협정상 규
정들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협의 진행 중에도
조광권자 지정 의무(제4조 1항) 등의 준수는 계속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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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의 활성화 유도 및 협정의 향후 처리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협상의 틀이 본격 가동된다면 협정
의 이행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단 협정 이행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협정의 처리 문제도 논의될 소지가 있다. 특히 협정의 종료시한
이 다가올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협정 이행을 위해 상대방을 유도할 방안들과, 협정의
연장 및 개정, 새로운 협정의 체결 등 협정의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협정 이행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거쳐 실제 추가적인 탐사가 이루
어지고, 경제성 측면에서 양국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성과
를 거둔다면, 향후 협정의 종료시한 이후에도 협정의 연장 및 개정,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탐사의 개시부터 탐사 이후 개발단계로의 진입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경제성 평가 측면에서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
한 상황을 가정할 때, 탐사･개발 과정에 있어 상대방을 좀 더 적극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지 모른다.
협정 제9조는 양국의 조광권자가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
원을 동등하게 분배받고 그 비용 역시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자원배분과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50:50의 방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방 정부 또는 조광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에 수정을 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9조 자체는 일방에게 최소한 절반의 수익을 보장하고 비
용을 분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일방이 협정상 보장된 수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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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수익을 취득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것을 금
지하는 규정은 아니다.259)
<표 5-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5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제5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운영계약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
여야 한다.
(a)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b) 운영자의 지정
(c)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d) 어업상 권익의 조정
(e) 분쟁의 해결
2. 운영계약과 그 수정은 당사국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동 운영계약 또는 그
수정은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 후 2개월 내에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인을 거
부하지 않는 한 당사국으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본다.
1. Concessionaires of both Parties shall enter into an operating agreement to carry
out jointly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 Such operating agreement shall provide, inter alia, for the
following:
(a) Details relating to the sharing of natural resources and expen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b) Designation of operator;
(c) Treatment of sole risk operations;
(d) Adjustment of fisheries interests;
(e) Settlement of disputes.
2. The operating agreement and modifications thereof shall enter into force upon
approval by the Parties. Approval of the Parti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unless either Party explicitly disapproves the operating agreement or
modifications thereof within two months after such operating agreement or
modifications thereof have been submitted to the Parties for approval.

259) 예컨대, 제9조의 영문본 1항은 “Concessionaires of both Parties shall be respectively
entitled to an equal share of natural resources extracted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shall be […] entitled to an equal share”는 절반의 수익
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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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각각 동등하게 분배받
을 권리를 가진다.
1. Concessionaires of both Parties shall be respectively entitled to an equal share of
natural resources extracted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
자료 :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p.1264-1265.

제4절 협상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방안
조광권자의 지정, 공동위원회 개최 등에 있어 아무런 성과도 거두
지 못하고, 설령 공동위원회 등 협의의 기회가 생기더라도 별다른 진
전 없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즉 공동탐사･개발의 추진
이 난항을 거듭하는 경우다. 이 경우 분쟁해결절차 등을 이용하는 방
안과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협상 실
패 시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 대응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협
상 단계에서 성실한 대응과 협정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성실한 노
력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1.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협정 제26조는 분쟁해결방법으로 교섭을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재판을 분쟁해결절차로 예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교섭은
제외하고 중재재판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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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재판 청구 대상
가. 협정 위반 확인 청구
첫째,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정 제4조 제1항 이
하 여러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누누이 밝히는 바이지만 우리나라의 청구를 제기
할 당시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조광권자가 임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광권자를 전부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유망 소구에만
조광권자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나. 장래 개발 이익 이행 청구
둘째, 일본의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공동개발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손해는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위 장래에 실현가능한 이익이 발
생할 경우 그 이익을 손해로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즉 현시점에서 일본의 협력이 없기 때문에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협정이 종료하고 일본이 이에 대해서 권원을
얻어서 석유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면 해당
JDZ에서 회수한 석유의 1/2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래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협정의 시행정지 및 유효(존속)기간 정지 청구
일본의 협정위반으로 인한 협정의 일부 시행정지, 즉 유효기간에 관
한 제31조 제2항의 시행정지를 재판상 청구하고 동시에 이로써 유효기
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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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2028년이 되는 시점에 일본의 일방적
종료 통고로 협정이 종료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으로서도 협정이 존재하는 이
상 중국의 압박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주 저항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협정이 존속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는 상황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고 일본이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떠한 입
장을 취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중국이 적극적 입장으로 태세를 변
환할 경우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라. 협정의 시행정지 및 일방 탐사권 확인 청구
일본의 협정위반으로 인한 협정의 일부 시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관
련 해역이 일방 탐사 및 탐사시추가 가능한 해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일본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승소 판정을 얻을 경우 당장 우리가 단독 탐사 및 개발 활동
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가장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청구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중재재판 참여 유도 방안 검토
한국이 협정상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의미는 일본의 조광권자 미지
정 등 협정 이행에 대한 비협조가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끌어내기 위
한 것이다. 다만, 협정 제26조상의 중재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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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밖
에 없다. 한국이 외교교섭에 의한 우호적 해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하여 먼저 중재개시 통고를 하며 한국 측 중재인을 선정하기보다 일
본이 중재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내외적 분위기를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260)

(3) 중재재판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 추진
협상 과정에서 중재제의라든지 중재개시의 통고 후 중재인선정 문
제 등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해양문제가 아니더라도 양국 간 외교관계에 있어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절차
가. 중재인 후보자
분쟁해결을 위한 외교교섭의 진행과 함께 중재절차의 회부를 염두
에 두고 미리 후보자 풀(pool)을 갖추고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관련 지식이나 경험, 특정 사안에 대한 자질이 충
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협정상 중재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당
사국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26조 제5항). 따라서 중재인 선정 과정에
있어 자국의 입장을 충분히 옹호해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편향되지
않는 가운데, 가급적 전문성 있고 권위 있는 인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도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중재절차에서 선정국의 대리인과 같이 활
260) 강병근,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4호,
2014,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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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는 없다.261) 이에 따라, 상대국과의 사이에서는 독립성과 공
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가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한 경
우 중재신청인의 중재요청서와 그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서 중
재인을 선정한다.262) 협정의 규정상 제3의 중재위원에 대한 국적 요
건 이외에 별도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후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중재규칙에서
중재진행 중 중재인의 제척사유 등에 대해 별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리인단 및 자문단
중재절차가 개시되면서 대리인 선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큰 틀
에서 실제 변론을 펼칠 대리인단과 이들을 지원할 자문단으로 구성
할 수 있다.
대리인단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중재인과 중
재규칙으로 정해질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대
리인(agent)의 대표로 정부 인사(예컨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를 세
우고,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변론을 이끌 법정변호사(counsel)를 추
가 선임할 필요가 있다. 법정변호사들은 해양법 전문 변호사나 국제
법 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변론을 이끌 대리인들
은 앞서 언급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편, 자문단의 경우 해당 분야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
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법(조약법･해양법 등) 전문
261) 강병근,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4호,
2014, p. 25.
262) Ibid.,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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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저지질구조 전문가, 해저자원탐사･개발 전문가, 과거 협정의
성안 및 운용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기타 해도 및 작도전
문가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정부 내 자문단과 사실상 중복 운영해
도 될 것이다.

2)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를 협약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혹은 최종 경계획정을 저해
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 중재재판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분쟁해결기관을 사전에 선택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중재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가. 제298조 선택적 예외 문제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관할권 항변
단계에서 협약 제298조 제1항(a)(i)의 배제선언에 따른 관할권 제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적어도 동티모르-호주 간 조정
사건에서 조정위원회 권한에 관한 판정(2016)의 판시와 논자들의 견
해들을 참고하면, 협약 제83조 제3항의 분쟁은 협약 제298조 제1항
(a)(i)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다소간 우세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위 쟁점 자체가 국제재판소에서 쌍방 간의 첨예한 논
박 속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98
제1항(a)(i)은 해양경계획정 문제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보다 정치한 논리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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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98조 회피 수단
협약 제300조의 권리남용 규정을 별도의 위반 규정으로 포함시킨
다면 설령 배제선언에 의해 제83조 3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부분
은 관할권이 부정되더라도 제300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별
도로 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300조를 포함하여 위반 규
정 및 청구취지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 본안
관할권의 단계를 넘어선다면 결국 협약상 의무위반이 충분히 입증
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협약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위반과 제300조의 권리남용 모두 관할권의
단계를 넘어선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규정들의 위반 입증을 위해서
는 사실상 일본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잠정약정 체제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그 의도 또한 협력의 정신에 반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이
다. 이는 얼마나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축적이 가능할지에 달린 문제
이다.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 시 청구취지는 협약상 잠정약정 체결을 위
한 노력의무 위반 및 권리남용의 확인을 구하면서, 협정의 실질적 운
영 재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구체적으로 협정상 조광권자 지정
기타 제반 규정들의 이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대리인단 및 자문단 등에 관한 내용은 앞서 중재절차 부분
에서 설명한 바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라. 재판대상 문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의 제3항의 해석 문제와 일본이 공동탐사
및 개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제83조 제3항 위반인지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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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위반 및
그 해석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재판대상이 될 수
없다.

(2) 강제조정 회부 문제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
절차로 회부하는 경우 제298조 제1항(a)(i)의 단서의 강제조정을 활
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동티모르-호주 간 조정사건에서 조정위원회
권한에 관한 판정(2016)의 판시에 따른다면, 제298조 제1항(a)(i)의
분쟁에 제83조 제3항의 분쟁도 포함되므로 현재 협정의 이행에 관한
분쟁 또한 강제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배제선언으로 인
해 협약 제83조 제3항의 분쟁이 제15부 2절에 따른 재판소에서 관할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98조 제1항(a)(i) 단서의 강제
조정으로 회부하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제조정 회부를 위해서는 (ⅰ) 해당 분쟁이 협약 발효 후
발생하고 (ⅱ) 합리적 기간 내에 당사자 간 교섭에 의해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a)(i) 단서)는 제한이 존재한
다. 우선,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는, 양국 간 협약 발효 시점은 1996
년으로 - 비록 양측의 조광권 반납 시점은 그 이전이었으나 - 실질적
인 조광권자 지정 의무 등을 둘러싼 분쟁은 2009년 한국석유공사의
조광권자 지정 통고 이후 일본의 무반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절차 및 협약상
강제분쟁절차 이용을 위한 전제로 외교교섭을 진행했고 그 결과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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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소시기 및 유효기한의 중단
(1) 제소시기
협정상 중재절차나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모두 사전 외교교섭
이나 의견교환의무의 이행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 양국 간 협정 활
성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방 제소에 의한” 소송 단계로 넘어가
게 되는 경우263) 사실상 비우호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협정상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기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쌍방의 동의하에 또는 충분한 설명하에 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방 제소의 단계에 이르더라도 양국 간
정치･외교적 상황 등 전반적인 제소시기를 잘 살펴 소제기에 따른
양국 간 감정악화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분쟁해
결절차 진행 중이나 이후에도 우호적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여
지를 남기고, 소송 결과에 따른 이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양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에 국내적으
로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다. 따라서 양국 간 여타 현안들과 정치적으
로 복잡하게 뒤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제소 시기는 별도 협정의 존속기한의 중단이 없다는 가
정 하에 분쟁해결절차에서 결론이 나와 협정이 이행되어 최소 한 차
례 이상 탐사가 가능한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ⅰ) 외교교섭 기간, (ⅱ)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기간, (ⅲ) 이
후 협정 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한국 측이 희망
하는 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해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확보

263) 협정상 중재절차의 경우 상대방의 중재위원 선임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중재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동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
해 일방의 중재제기에 따른 중재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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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협정상 탐사권의 존속기한은 운영계약의 효
력발생일로부터 8년이다(제10조 2항).

(2) 유효기한의 중단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협정이나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정한
외교교섭과 의견교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분쟁해결
절차 자체가 진행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협정의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분쟁해결절차 자체의 신속한 진행 노력이다. 중재절차의 경
우에는 가능한 신속한 기간 내에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교교섭 진행 중 중재규
칙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내부 준비 및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협약상 강제절차의 경우 절차진행에 당사국의 개입 여지
가 상대적으로 적다. 절차 진행에 충실히 응하면서 재판부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4) 잠정조치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존속기한 중단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 제4항, 협약 제290조의 잠정
조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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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잠정조치 관련 조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 제4항
4.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잠
정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4.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arbitration board may in urgent cases issue a
provisional order, which shall be respected by the Parties, before an award is
made.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잠정조치
1. 어느 재판소에 정당하게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그 재판소가 일응 이부나 제11부 제5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잠정조치는 이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변화하거나 소멸하는 즉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 잠정조치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
회를 준 후 이 조에 따라 명령․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분쟁당사자와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당사국에 잠정 조치의
명령, 변경 또는 철회를 즉시 통지한다.
5. 이 절에 따라 분쟁이 회부되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는 재판소가, 만일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이
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또는 심해저활동에
관하여서는 해저분쟁재판부)가, 이 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명령,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일응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긴급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분쟁이 회부된 중재재판소는 구성 즉시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그 잠정조치를 변경, 철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6. 분쟁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된 잠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Article 290 Provisional measures
1. If a dispute has been duly submitted to a court or tribunal which considers that
prima facie it has jurisdiction under this Part or Part XI, section 5, the court or
tribunal may prescrib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to prevent serious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pending the final
decision.
2. Provisional measures may be modified or revoked as soon as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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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ying them have changed or ceased to exist.
3. Provisional measures may be prescribed, modified or revoked under this article
only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dispute and after the parties have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be heard.
4. The court or tribunal shall forthwith give notice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to such other States Parti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of the prescription,
modification or revo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5. Pending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to which a dispute is being
submitted under this section, any court or tribunal agreed upon by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r,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the Seabed Disputes Chamber, may prescribe,
modify or revoke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f it
considers that prima facie the tribunal which is to be constituted would have
jurisdiction and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so requires. Once constituted,
the tribunal to which the dispute has been submitted may modify, revoke or
affirm those provisional measures, acting in conformity with paragraphs 1 to 4.
6.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comply promptly with any provisional measures
prescribed under this article.
자료: 외교부 국제법률국, 앞의 책, pp. 1271, 1743-1745.

여기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50년 유효기간이 중단되
지 않는다면 소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협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협정의 이행을 위한 단독탐사를 잠정조치로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충분히 제기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신청이다. 다만 협정상 잠정조치는 중재위원회
의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제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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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탐사･개발
일본의 협정 미이행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 독자적으로 단독탐
사･개발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쟁해결절차
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할 경우에도 이를 심각하게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 측의 비협조로 중재위원회 구성 자체가 곤란
할 경우, 배제선언으로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회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하에서는 협정상 단독탐사･개발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협정 시행정지와 단독탐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에 따른
잠정약정으로 두 국가의 국가관할권이 중첩되어 있는 수역에서 잠정
약정 체결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최종적인 경계획정을 저해할 수 있
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에 따라서 체결된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조
약이다. 이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발효(1978)가 유엔해양
법협약 채택(1982) 이전이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유엔해양법협약
은 중첩수역에서 단독 탐사 및 개발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판례에서만 이와 관련된 논의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83조 제3항상의 잠정약정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
어 있는 상황에서 개발은 이 협정을 통하여서만 진행되어야만 한다.
다만 일방이 협정을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논
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협정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협정의 일부
시행정지(「조약법」 제60조)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제4장
에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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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 탐사 및 시험굴착 시 위험부담 검토
협정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단독 탐사(3D 탐사) 및
시험 굴착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일본은 이를 중차대한 상황으로 받
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조치를 다 취한 후 이에 대한 최종수단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일본의 협정 종료 주장 가능성
우리가 일본의 협정 위반을 이유로 단독 개발을 추진할 경우 일본
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단독 탐사 및 시험굴착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협정위반을 이유
로 한 협정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양국은 교착상태에 빠지
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 국제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첫째, 가장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의 단독개발을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공동’개발이
라는 협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본이 협정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종료를 주장(조약법 제60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
리나라의 단독 탐사 및 시험굴착 등의 행위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이행불능을 근거로 한 종료 주장(비엔나협약 제61조)이다.
일본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의 대상이 우리나라의 단독탐사
행위로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동탐사･
개발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단독탐사․개발이 협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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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파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264)
<표 5-4> 조약법 제61조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
1.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에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그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만 원용될 수 있다.
2. 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
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에 그 이행 불능은 그 조
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당사
국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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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외교통상부 조약국, 앞의 책, p. 148.

셋째,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이유로 한 종료 주장(조약법 제62조)
을 할 수 있다. 협정 체제에서 상대방이 주장할만한 사유들을 예상해
보면, 자원개발에 있어서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자원의 존재를 전제로 근본적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단독 탐사 행위로 인해서 협정이 체결될
264) 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 조약이 그 자체에 협상을 통한 조정장치를 마련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헝가리의 1977년 조약의 이행불능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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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근본적 사정 변경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당대
의 기술에 입각한 탐사 및 자료의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
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단독 탐사 행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이
를 원용하는 국가인 일본이 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조약법」 제62조
제2항(b)).
<표 5-5> 조약법 제62조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1. 조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예견
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을 종료시
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그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
하였으며 또한
(b)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그 변경의 효과가 급격하게 변환
시키는 경우
2.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는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 조약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
(b) 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
3. 상기의 제 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
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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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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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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it may
also invoke the change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자료: 외교통상부 조약국, 앞의 책, p. 148.

제5절 최종해양경계획정 관련 제언
협정의 운명은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한국의 입
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본을 유도해야 한다. 만에 하나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최종해양경계획정과정에서 협정의 존
재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협상의 목표 및 범위
1) 경계획정 방식: 협상에 중점을 두고 대비
오늘날 국제판례에서 확립된 해양경계획정의 방법론을 동중국해
수역에 적용할 경우, 현재 협정상 공동개발구역의 상당 부분이 일본
측에 귀속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다만, 양국 간 합
의가 없는 이상, 한･일 간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가 구속력 있는 국제
재판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협약 제298조 제1항(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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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배제선언을 했다. 물론 제298조 제1항(a)(i) 단서에 따른 강
제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강제조정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조정결정의 구속력은 없으나 동티모
르-호주 조정사건(2018) 등에 비추어 강제조정을 통한 경계획정 문
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위
강제조정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한･일 간 동중국해 수역에서의 대륙
붕 경계획정 문제는 협상의 문제이다. 협상은 쌍방이 얻고자 하는 최
소한이 모두 충족되어야 타결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무엇
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경계획정의 목표: 수역이냐, 자원이냐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더 많은 수역 확보가 중요한지, 경
제적 이익의 확보가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대륙붕의 주요한 의미는 자원 확보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해
양의 영토적 속성과 결부되어 수역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
히 국내정치적 요소나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 보이지
않는 자원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수역의 면적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현재의 공동개발구역에서 후퇴한 새로운
구역의 설정이나 경계선의 획정이 국내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지 의
문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제성 있는 자원을 일부 포기하거나 양
보하면서 수역의 확충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수역을 중시한다면 최종적인 경계획정 과정에서 한･일 대륙
붕 공동개발협정의 존재와 경제성 있는 자원의 존재를 근거로 최대
한 많은 수역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으로 확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자원이 목표라면 수역을 잃더라도 최대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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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공동개발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원개발의 이익에 우리나라의 이
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자원현황 등 자료수집 및 평가의 필요
협상 준비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한국이 얻고자 하는 것
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역이냐, 자원이냐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양자를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하려면 정보
가 있어야 한다. 대륙붕에 관하여는 당연히 자원분포 및 매장가능성
이 가장 큰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우선 현재 협정상 공동개발수역에
서 한국 측이 확보하고 있는 지질구조자료, 탐사 및 시추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어느 수역에 자원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확인
해야 한다.

3. 3단계 접근법의 적용
우리나라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에 기반한 형평의 원칙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국제판례는 그 방법론으로 소위 3단계 접근법(등거리선/관련
사정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서 한국의 주장을
관련사정으로 얼마나 고려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
다.265) 이하에서는 EEZ･대륙붕의 단일경계획정을 전제로 논의를 전
개한다.
265) 특히 강제조정 방식으로 경계획정 문제가 다루어질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3단계 접근
법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3단계 접근법에 의한 유불리점을 확인하고,
강제조정 절차가 한국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절차로의 회부 자체를 방
지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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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등거리선의 설정, 관련 사정에 의한 잠정등거리선의 조정, 불
균형성 심사로 이루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동중국해에 적용할 때,
그 첫 단계는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잠정등거리선을 설정하고, 그 다
음 관련 사정의 주장을 통해 최대한 잠정등거리선을 일본 쪽으로 이
동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관련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관련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지형적으로 동중국해 수역에서 한국에 중첩되는 투
사를 만들어내는 해안은 마라도를 포함한 제주 남부의 일부 해안에 국
한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관련 해안에 비해서도 그 길이가 그다지
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망한 관련사정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서 관련 사정으로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의
존재･위치, 자원의 존재를 관련사정으로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2018년 호주-동티모르 사건에서 호주와 동티모르가 결
국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지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동개발체제를
마련한 것은 경계획정 과정에서 해저광물자원의 존재를 고려한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선에 있어서도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였
고 해양경계획정선이 해저광구를 지나가는 방향으로 확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해저지역의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에 대해서 공동개
발구역을 설정한 것은 분명 경계획정 과정에서 자원의 존재를 고려
한 사안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새로운 공동개발협정 체결 검토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해저자원의 존재 여부, 해저자원의 존재를
관련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여부, 우리나라가 자원의 존재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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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주장해왔었던 선례가 결합한다면 새로운 공동개발협정 체결이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2018년도 호주-동티모르
해양경계획정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양경계획정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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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시한을 10여 년 앞둔 현재 한국
정부는 동 협정 이행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
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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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결방안 검토
1. 협상을 통한 해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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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광권 반납 이후 현재까지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계속적인 조광권자 미지정
행위는 협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조광권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일본이 조광권자를 미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
본을 상대로 일본이 협약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원문은 분명하게 ‘shall authorize’라고 하여 조
광권자 지정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타 조광권자에
게 부여하고 있는 굴착의무(협정 제11조) 역시 국가가 이를 보증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11조 위반도 제기될 수 있다. 한･일 공
동위원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이 역시 협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것이
다. 경제성이 없어서 조광권을 신청하는 사기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광권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일본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으나 협정의 기본취지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대륙붕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 수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이유로
조약의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제성 부족 판단이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이행불능에 따른 조
약 종료, 조약법 제61조), 또는 “계속적 이행의무를 급격하게 변경시
키는 기속적 동의의 본질을 이루는 조약체결시의 사정”(사정변경에
따른 조약 종료, 조약법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위반하
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하지 않
을 경우에는 일본의 협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조광권자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거나 지정한 뒤에 일본에게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협정의 이행을 일본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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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법」상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국무조정실 등 상급의 기관이
이 문제를 직접 컨트롤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
부 차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ⅰ)
기획재재정부, ⅱ) 외교부, ⅲ) 산업통상자원부, ⅳ) 해양수산부 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의 조직을 부처 단위 연합체가 아닌
더 상급의 기관(국무조정실, 청와대)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것이 필요하며 별도 T/F나 관련 범부처 간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
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
저지질자원개발원(KIGAM)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한국석유공사
가 주요 개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본을 상대로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우리나라가 먼저 조광
권자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이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일본
의 조광권자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무반응을 막기 위해
조광권자의 지정과 공동위원회의 개최,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가 협
정상 당사국의 의무(obligation)임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가 일본의 조광권자 미지정 등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986년 이후 개최하지
않고 있는 협정상의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협정의 이행에 관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면서도 동시에 실무적인 논의를 진전
하기 위해서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공동위원회 우리나라측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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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위원으로 발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별위원은 각국이 2명씩 선
발하는데 정부조직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또는 에
너지자원정책관), 외교부 국제법률국 또는 동북아국 심의관에 해당
하는 인사들이 한･일 공동위원회 2명의 국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다. 양국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
다. 정상회담의 성과물로서 일정한 합의 도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상 차원의 협정 이행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의제화를 통하여 일본의 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와 향후 협정의 처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법률적 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여 협상 ‘재개’ 및 본 협상을
위한 준비사항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전 탐사 자료 재검토, 조
광권자 지정 논의, 조광권 설정 소구역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조광권을 설정한 소구역 선정은 신중해야 하며, 전체 소구역에 전
부 다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현시점에서 유리하나, 유망 소구
(2소구, 4소구)에만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일본의 협상 중 예상 반응을 파악하고, 조광권자 미지정 시 취할
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조광권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정 제9조가 정하고 있
는 비용과 이익의 50:50 균등 부담에 대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이 자원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다. 협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자
원의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에 관한 종료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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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원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협정의 종료를 주장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자원 부존재 및 경제성 미비로 인한 조광권자 미지정을 주장하
는 국가에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협상을 통해서 협정의 이행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협상을 할 수도 있으며, 협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한 다방면의 협상을 통하여 일본을 공동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및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재판 검토
협정 제26조에 따르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
우 당사국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부탁할 수 있다. 협
정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위원회, 즉 중재재판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이 각각 선임한 1인의 중재위원과 이 중재위원들이
선임한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3인 중재재판)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를 경우 타방이 중재위원 선임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재판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
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26조에 따라 중재재판이 제기될 경우
우리는 다음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정 제4조 제1항 이하 여러 조문을 위반한 것
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청구이다. 두 번째로 일본의 조광권자를 지정
하지 아니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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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
되 미래의 석유 자원이 개발될 경우 향후 이익을 청구하는 소위 ‘장
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일본의 협정위반으로 인
한 협정의 일부 시행정지, 즉 유효기간에 관한 제31조 제2항의 시행
정지를 재판상 청구하고 동시에 이로써 유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일본의 협정위반으로 인한 협정
의 일부 시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관련 해역이 일방 탐사 및 탐사 시추
가 가능한 해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제
기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이르는 동
안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
으며, 이는 단순히 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일 뿐만 아
니라 협약 체결 이후 최종 경계획정 이전까지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
까지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공동개발협정 이행에 협력하
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협약 제83조 제3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예외를 우리나라가 2006년에 선
언한 상황에서 관할권 배제 대상인 제83조상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에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된 공동개발협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
다는 해석이 존재하며(2016년 호주-동티모르 조정위원회 결정) 이
경우 제298조 제1항에 따라 배제되는 분쟁이 제83조 제3항의 잠정
약정에 관한 분쟁역시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할권 성립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분쟁의
대상이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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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라는 점에서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
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
실하다.
만약 제83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우리나라가
2006년에 선언한 제298조에 관한 선택적 예외에 해당할 경우 중재
재판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제298조 제1항(a)(i)의 단서의 강
제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동티모르-호주 간 조정사건에서 조정위원
회 권한에 관한 결정(2016)에 따른다면, 제298조 제1항(a)(i)에 의하
여 재판에서 배되는 분쟁에는 제83조 제3항 문제도 포함되므로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에 관한 분쟁 또한 강제조정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다
가 실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구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협정상 유효기간(50년)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청구를 통하여 유효기간(50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동시에 유효기간의 정지를 잠정조치(유엔해양법협약 제
290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최종적 수단 검토
일본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협력을 거부하고 이행
을 해태하게 될 경우 현재의 국제법 체제에서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
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지만 일본이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조약법」에 따라 협정의 시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협정의 시행정지를 이
용하여 시행정지 기간 우리나라에 단독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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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중재재
판을 시도한 뒤에 일본이 중재재판관을 선임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할 경우 일방 탐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정이 정한 분
쟁해결 수단에 일본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일방 탐사
및 시험굴착을 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공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을 이유로 일
본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시행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 협
정 제4조에 따르면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명할 의무(shall)가 있으며
조광권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은 협정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
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에
따르면 타방은 조약-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시행정지를 주장
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시행정지 주장 시 협정의
종료(2028년)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탐사를
강행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유효기
간(50년)에 관한 제31조의 시행정지 주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협정
은 2028년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단독탐사를 하는 것은 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협정에 따
른 이행을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안 될 경
우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경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단독 탐사이지만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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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협상 시간표 작성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여 이를 성공하면 10년의 기간은
우리에게 짧은 기간이 아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발되고
차선책으로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소모가 불가피하다.
10년 남짓한 시간은 한 차례의 탐사권 부여가 가능한 시간이다. 그
기간이라도 순조롭게 공동탐사가 재개되어 양측이 경제성 있는 해저
자원의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협정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 공동탐사･개발의 관행이 그 싹을 틔운다면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개발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에 협정의 종료를 주장하게 될 경우 주장하는 측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국제 여론 역시 그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
시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의 공동개발 이행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
거나 사실상 면피용으로 시간끌기용 협상이나 협력만을 진행하게 될
경우 10년이란 세월은 긴 시간이 아니다. 특히나 2025년부터 일본이
종료통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사전에 시
간표를 마련하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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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계획정 문제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협정의 이행을 통하
여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자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국 경계획
정 문제만이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동개발 절차에 따른 해저자원
개발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방식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을 할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획정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해저자원 문제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경계획정선과 별도로 자원개발 문제를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추후 해저자원
개발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갈지, 즉
일본이 협상에 실질적으로 임하여 개발을 위하여 협력할지 아니면
협력을 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
지만 이 문제의 최종 해결과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일 관계와 공동개발
10년이 지나면 협정의 종료가 가능해진다. 그전에 협정이 정한 방
식에 따라 해저자원개발의 노력을 하는 것은 추후 한･일 관계의 발
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974년 채택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그 이행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국가 사이에 온
도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성과이다. 한･일 사이의 여러 가지 역사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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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협정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와 관련
하여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이 일본의 대륙붕 확보 측면에서
는 유리한 일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것을 잃
게 될 것이다. 어렵게 성사시키고 발효시킨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이행 촉구를 무시하고 결국 아무런 이행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협정이 종료되게 된다면 한･일 관계에 극복
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이 최선을 다하여 협정의 이행에 협력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실제 공동탐사 및 개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해저자원 공동개발 활
동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태국의 대륙붕 공동개발기구(MalaysiaThailand Joint Authority, MTJA)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같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형제들(BROTHERS Drinking From
the Same Well)’266)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의 경험은 잠시나마267) 두 국가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시
켰다. 두 국가는 협력의 경험이 양국 사이 벌어진 관계를 상당부분
유화시킬 수 있다.
공동탐사를 했음에도 해저자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시도하면 된다. 충분한 시간
을 할애하여 탐사하여도 자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로써 두 국가 국
민들에게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성과이다. ‘실패’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역시도 두

266) 말레이시아-태국 공동개발기구 https://www.mtja.org/home.php(검색일: 2018. 10. 26).
267) 2006년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이러한 유화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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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물로 인식될 것이다. 일본
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이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4. 기록의 중요성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과 협의 과정, 그리고 실제 공동개발 과정에
서 두 국가가 협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 과정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은 다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다.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을 상대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공한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나
라가 일본에 대해서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협정이 정한 의무사
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
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할 때에야 일
본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제대로 우리나라와 협상에 임하
게 될 것이다.
또한 개발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그 근거를 문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성 부족 주
장이 변동 불가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를 뒷
받침해줄 증거가 없다. 개발의 경제성 부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
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공동개발과 관련한 경제성의 근거
를 충분히 제시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 공동개발에 협력하여야 한다.
실제 한･일 양국의 협력의 성과로 해저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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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교섭 과정 및 협력 과정을 문서로 정리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양경계획정 등 추후 해양 현
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해당 사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서도 매우 긴요한 자료이다.
반대로 협상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협정의 이행을 위
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은 다음
의 문제해결 과정, 즉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전협상의무의 소진 판단, 일본이 협정을 위반했
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보낸 외교 공한
및 서한은 1차 증거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 절차에 맞춰서 협정의 내용을 명시하며 우리나라의 입
장을 일본에 전달하는 노력을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정의 존재는 그 종료 후에도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입
장을 뒷받침하는 최우선 논거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협정
의 종료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협정이 발효 중인 이 시점
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
을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잡
는다면 협정 체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
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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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
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본어본 및 번역본
쇼와 53년 법률 제 81호

昭和五十三年法律第八十一号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 1 장 총칙
(취지)
제1조 이 법은 일본국과 대한민
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
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의 실시에
따른 공동 개발 지역의 천연
자원 개발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천연 자원"이
라 함은 석유 및 가연성 천연
가스(이에 부속되어 채굴되는
광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의 "공동 개발 구
역"이라 함은 협정 제2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대륙선반구
나지역을 말한다.

第一章 総則
(趣旨）
第一条 この法律は、日本国と大韓
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
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
する協定（以下「協定」という。）
の実施に伴い、共同開発区域にお
ける天然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
別措置を定めるもの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天然資
源」とは、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
ス（これらに付随して掘採され
る鉱物を含む。）をいう。
２ この法律において「共同開発区
域」とは、協定第二条第一項に規定
する大陸棚だなの区域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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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률에서의 "특정 광업권"

３.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鉱業権」

이란 공동 개발 구역의 등록

とは、共同開発区域内の登録を

을 받은 일정한 구역(이하 “공

受けた一定の区域（以下「共同

동개발광구”라 한다)에서 공동

開発鉱区」という。）において、

개발광구에 대해 대한민국 개

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民国

발권자와 협력하여, 천연 자원

開発権者と共同して、天然資源

을 탐사(볼링에 의한 탐사 및

の探査（ボーリングにより探鉱

탐사를 목적으로 지진 탐광법

をすること及び探鉱を目的とし

기타 방법으로 지질 구조 조

て地震探鉱法その他の方法によ

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り地質構造の調査をすることを

같다) 또는 채굴하고, 채굴 된

いう。以下同じ。）又は採掘を

천연 자원을 취득할 수 있는

し、及び掘採された天然資源を

권리를 말한다.

取得する権利をいう。

4. 이 법에서 "대한민국 개발 권

4.この法律において「大韓民国開

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령

発権者」とは、大韓民国の法令に

에 따라 공동 개발 구역 내

基づき、共同開発区域内の一定

의 일정한 지역에서 천연 자

の区域において、天然資源の探

원의 탐사 또는 채굴 및 채

査又は採掘をし、及び掘採され

굴된 천연 자원의 취득이 허

た天然資源を取得することを認

용된 자를 말한다.

可された者をいう。

(행위의 효력의 승계)

（行為の効力の承継）

제3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第三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つて

행한 수속 그 외의 행위는 제

した手続その他の行為は、第十

12 조의 허가 신청을 한 자 (동

二条の許可の申請をした者（同

조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条の許可を受けた者を含む。以

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특

下「申請人」という。）、特定鉱業

정 광업권 자 또는 관계인의 승

権者又は関係人の承継人に対し

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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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정 광업권

第二章 特定鉱業権

(특정 광업권의 종류)

(特定鉱業権の種類）

제4조 특정 광업권은 탐사권 및

第四条

채굴권으로 한다.

特定鉱業権は、探査権及

び採掘権とする。

(특정 광업권에 의하지 않는 탐

(特定鉱業権によらない探査及び採

사 및 채굴 금지)

掘の禁止）

제5조 특정 광업권에 의한 것이

第五条

特定鉱業権によるのでな

아니라면 공동 개발 구역에서

ければ、共同開発区域において天

천연 자원의 탐사를 해서는

然資源の探査をしてはならない。

아니 된다.
2. 채굴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 개발 구역에서 천연 자원

2.採掘権によるのでなければ、共同
開発区域において天然資源の採
掘をしてはならない。

의 채굴을 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광업권의 성질)

(特定鉱業権の性質）

제6조 특정 광업권은 물권으로

第六条 特定鉱業権は、物権とみな

간주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

し、この法律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

合を除くほか、不動産に関する規

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定を準用する。

제7조 특정 광업권은 상속 및

第七条 特定鉱業権は、相続その他

기타 일반 승계, 양도, 체납

の一般承継、譲渡、滞納処分、強

처분, 강제 집행, 가압류 및

制執行、仮差押え及び仮処分の

가처분의 목적이 되는 것 외

目的となるほか、権利の目的と

에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な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採

단, 채굴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掘権は、抵当権の目的となるこ

될 수 있다.

とができる。

(공동개발광구의 경계)

(共同開発鉱区の境界）

제8조 공동개발광구의 경계는 경제

第八条 共同開発鉱区の境界は、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표시하는 직선으로 정하고,

より表示する直線で定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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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계선의 수직 하부를 한계

その境界線の直下を限りとする。

로 한다.

(특정 광업권 자의 자격)

(定鉱業権者の資格）

제9조 일본의 국민 또는 법인이

第九条

日本国の国民又は法人で

아니라면 특정 광업권자가 될

なければ、特定鉱業権者となる

수 없다. 단, 조약에 특별한

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条約に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

아니한다.

りでない。

(특정 광업권의 존속 기간 및 그

(特定鉱業権の存続期間及びその

연장)

延長）

제10조 탐사권(제 16 조 제 2

第十条

探査権（第十六条第二項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새로

に規定する場合に新たに設定さ

설정되는 탐사권을 제외한다)

れる探査権を除く。）の存続期

의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

間は、設定の登録の日から八年

로부터 8년으로 한다.

とする。

2. 채굴권(제 16 조 제 2 항에

2.採掘権（第十六条第二項に規定

규정하는 경우에 새로 설정

する場合に新たに設定される採

되는 채굴권을 제외한다)의

掘権を除く。）の存続期間は、設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

定の登録の日から三十年とす

부터 30년으로 한다.

る。

3. 전항의 채굴권의 존속 기간

３.前項の採掘権の存続期間は、そ

은 그 공동개발광구에서의

の共同開発鉱区における天然

천연 자원 채굴이 계속될 필

資源の採掘を継続して行うた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め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는 그 만료에 즈음하여 경제

は、その満了に際し、経済産業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済産業大臣の許可を受けて、五

받아, 5년씩 연장할 수 있

年ずつ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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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새로 설정되는 특정
광업권의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소멸된 당해
특정광업권의 존속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5. 제3항의 규정은 제1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새로
설정되는 채굴권의 존속 기간
의 연장에 준용한다.
제11조 전조 제3항(동조 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굴권
의 존속 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또는 불허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채굴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 광업권 설정 허가)
제12조 특정 광업권 설정을 받
고자 하는 자는 경제 산업 성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
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 신청)
제13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전조의 허가 신청을 한 자 (2
인 이상 공동으로 동조의 허
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공동 신청인"이라 한다)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중 한 명을 대표
자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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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第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
に新たに設定される特定鉱業権
の存続期間は、設定の登録の日
から当該消滅した特定鉱業権の
存続期間の満了の日までとす
る。
５.第三項の規定は、第十六条第二
項に規定する場合に新たに設定
される採掘権の存続期間の延
長に準用する。
第十一条 前条第三項（同条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許可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採
掘権の存続期間の満了後でも、存
続期間の延長の登録又は不許可
の処分があるまでは、その採掘権
は、存続するものとみなす。
(特定鉱業権の設定の許可）
第十二条 特定鉱業権の設定を受
けようとする者は、経済産業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
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共同申請）
第十三条 二人以上共同して前条
の許可の申請をした者（二人以
上共同して同条の許可を受けた
者を含む。以下「共同申請人」とい
う。）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そのうちの一人を
代表者と定め、

부록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

これ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

하여야 한다.

ればならない。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

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よる届出がないときは、代表者

대표자를 지정한다.

を指定する。

3. 대표자의 변경은 경제 산업 성

３.代表者の変更は、経済産業省令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

산업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その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効力を生じない。

4. 대표자는 국가에 대해 공동
신청인을 대표한다.
5. 공동 신청인은 조합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４.代表者は、国に対して、共同申請
人を代表する。
５.共同申請人は、組合契約をした
ものとみなす。

(신청인의 명의 변경)

(申請人の名義の変更）

제14조 신청인의 명의는 상속 기타

第十四条 申請人の名義は、相続そ

일반 승계 및 공동 신청인의 탈퇴의

の他の一般承継及び共同申請人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の脱退の場合を除き、変更する

2. 탐사 권자가 탐사권의 존속

ことができない。

기간 중에 그 공동개발광구

２.探査権者が探査権の存続期間

에 대해 실행한 채굴권 설정

中にその共同開発鉱区につい

에 관한 제 12 조 허가 신청

てした採掘権の設定に係る第十

(이하 "채굴 전원"이라 한다)

二条の許可の申請（以下「採掘

에 관한 신청인의 명의는 해

転願」という。）に係る申請人の

당 탐사권의 이전(상속 및 기

名義は、当該探査権の移転（相

타 일반 승계에 의한 경우를

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るも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のを除く。）があつたときは、そ

그 이전의 시점에, 그 이전받

の移転の時に、その移転を受け

은 자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

た者に変更されたものとみな

한다.

す。
227

부
록

제15조 공동 신청인의 탈퇴 (사망

第十五条

共同申請人の脱退（死

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신청인의 명의 변경은 경제 산업

亡によるものを除く。）による申
請人の名義の変更は、経済産業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
산업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상속 및 기타 일반 승계 또는
사망에 의한 공동 신청인의 탈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
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
その効力を生じない。
２.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又は死亡
による共同申請人の脱退により

퇴에 따라 신청인의 명의 변경
이 발생한 때에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申請人の名義の変更があつたと
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

체 없이 그 사실을 경제산업대
신에게 신고하여야한다.

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
ばならない。

(특정 광업권을 설정하는 구역
등의 고시)
제16조 경제산업대신은 협정 제

(定鉱業権を設定する区域等の告
示）
第十六条
経済産業大臣は、協定

3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소구
역(이하 "소구역"이라 한다)이 정
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소구역
별로 해당 구역 및 그 소구역에
대해 설정하는 특정 광업권이 탐

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小区域
（以下「小区域」という。）が定め
られたときは、遅滞なく、小区域
ごとに、その区域及びその小区域
について設定する特定鉱業権が

사권 또는 채굴권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특정 광업권이
그 존속 기간의 만료 전에 소멸
한 경우에 그 공동개발광구에 관
한 대한민국 개발권자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동
개발광구의 구역 및 그 공동개
발광구에 대해 설정하는

探査権又は採掘権のいずれであ
るか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経済産業大臣は、特定鉱業権が
その存続期間の満了前に消滅
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共同開
発鉱区に係る大韓民国開発権
者が存在しているときは、遅滞
なく、その共同開発鉱区の区域
及びその共同開発鉱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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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광업권이 탐사권 또는

について設定する特定鉱業権が

채굴권 중 어떤 것에 해당하

探査権又は採掘権のいずれであ

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るか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결격 조항)

欠格条項）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第十七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2 조

る者は、第十二条の許可を受け

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ることができない。

(1) 이 법 또는 제 48 조의 규정

一.この法律又は第四十八条の規定

에 따라 대체 적용하는 광산

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鉱山

보안법(쇼와 24년 법률 제

保安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七

70호)에 규정된 죄를 짓고 형

十号）に規定する罪を犯し、刑

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났거

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

나, 집행을 받지 아니했던 날

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2)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二.第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

의하여 특정 광업권이 취소

特定鉱業権を取り消され、その

되어 그 취소 일부터 2년이

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

경과되지 아니한 자

い者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

三.法人であつて、その業務を行う

는 임원 중 제 1 호 또는 전

役員のうちに第一号又は前号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허가의 기준)

(許可の基準）

제18조 경제산업대신은 제 12 조

第十八条

経済産業大臣は、第十

의 허가 신청(채굴전원을 제외한

二条の許可の申請（採掘転願を除

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く。）が次の各号に適合している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의

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条の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許可をしてはならない。

(1) 제 16 조 제 1 항 또는 제2항의

一.第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곳과

定により告示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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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을 것

れたところと異なるものでないこと。

(2)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二.第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

정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진 날

定による告示が行われた日から

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 이전

三十日を経過する日前にされた

에 이루어진 신청이 아닐 것

ものでないこと。

(3) 그 허가를 하는 것에 의하여 제

三.その許可をすることによつて第

16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 구역에

により告示された一の区域につ

대해 둘 이상의 특정 광업권을

いて二以上の特定鉱業権を設

설정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

定することとならないこと。

(4) 대한민국 개발권자와 공동으

四.大韓民国開発権者と共同して行

로 천연 자원의 탐사 및 채

う天然資源の探査及び採掘並び

굴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

にこれらに附属する事業（以下

(이하 "공동개발사업"이라 한

「共同開発事業」という。）を適

다)을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確に遂行するに足りる経理的基

충분한 경제적 기반 및 기술

礎及び技術的能力があること。

적 능력이 있을 것
2. 경제산업대신은 채굴전원이

２.経済産業大臣は、採掘転願が次

다음 각 호(제26조의 규정

の各号（第二十六条の規定に

에 의한 명령에 따른 채굴

よる命令に係る採掘転願にあつ

전원에 대해서는, 제2호)에

ては、第二号）に適合している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第十

가 아니면, 제12조의 허가

二条の許可をしてはならな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개발광구의 천연 자원의

一.共同開発鉱区における天然資

존재가 분명하고, 그 매장량

源の存在が明らかであり、その

등에 비추어 공동개발광구가

埋蔵量等にかんがみ、共同開発

채굴권 설정에 적합하다고

鉱区が採掘権の設定に適する

인정되는 경우

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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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개발 사업을 적확하게

二.共同開発事業を適確に遂行する

수행하기에 경제적 기반 및

に足りる経理的基礎及び技術的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경우

能力があること。

3.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３.第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한

定により告示された一の区域に

구역에 관한 제12조 허가 신

係る第十二条の許可の申請が二

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

以上あ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

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

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

당 각 호에 정하는 자가 그

める者がその区域に係る特定鉱

구역에 관한 특정 광업권 설

業権の設定について優先権を有

정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

する。

(1) 신청이 모두 같은 날에 되었

一.申請がすべて同一の日にされて

을 때 신청을 한 사람 중

いるとき 申請をした者のうち

경제산업대신이 공정한 방법

経済産業大臣が公正な方法に

에 의한 추첨으로 정하는 자

よるくじで定めるもの

(2) 전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

二.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

의 경우에는 신청이 둘 이상

おいて、申請の日が最先である

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가장

申請が二以上あるとき

먼저 신청을 한 사람 중 경

日が最先である申請をした者の

제산업대신이 공정한 방법에

うち経済産業大臣が公正な方法

의한 추첨으로 정하는 자

によるくじで定めるもの

申請の

(3) 전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三.前二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외의 경우 신청 일에 가장

申請の日が最先である申請をし

먼저 신청을 한 자

た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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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의 절차)

(許可後の手続）

제19조 제12조의 허가 (제 16

第十九条

第十二条の許可（第十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

에 제12조의 허가 및 채굴전

ける第十二条の許可及び採掘転

원에 관한 동 조의 허가를 제

願に係る同条の許可を除く。次

외한다, 다음 및 제32조 제4

条及び第三十二条第四項におい

항에서 같다)를 받은 자는 허

て同じ。）を受けた者は、許可を

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受けた日から三月以内に、第二

에 제21조 제1항의 인가 신청

十一条第一項の認可の申請をし

을 하여야 한다.

なければならない。

2.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이 규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に規定す

정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부

る者の申請により、やむを得な

득이한 이유로 동 항의 기한

い理由により同項の期限までに

까지 제21조 제1항의 인가

第二十一条第一項の認可の申請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

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

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ときは、三月以内においてその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허가의 실효)

(許可の失効）

제20조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

第二十条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者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きは、第十二条の許可は、その効

12 조의 허가는 그 효력을 잃

力を失う。

는다.
(1)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一.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期限ま

기한까지 다음 조 제1항의

でに次条第一項の認可の申請を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しないとき。

(2) 다음 조 제1항의 인가 신청
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받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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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次条第一項の認可の申請に対

し不認可の処分を受けたと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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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 사업 계약)

(共同開発事業契約）

제21조 특정 광업권 자(제 19

第二十一条

조

제1항에서

特定鉱業権者（第十

규정하는자를

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を含

포함한다)가 공동 개발 사업을

む。）が共同開発事業を行うた

실행하기 위하여 해당 대한민

め当該大韓民国開発権者と締結

국 개발권자와 체결하는 다음

する次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契

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계

約（以下「共同開発事業契約」と

약(이하 “공동 개발 사업 계

いう。）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

약”)은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

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大臣

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

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

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

力を生じない。その変更につい

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변

ても、同様とする。

경에 대해서도 같다.
(1) 천연 자원의 분배 및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一.天然資源の分配及び費用の分担
に関する事項

(2) 운영 관리자(협정 제6조 제2항

二.操業管理者（協定第六条第二項

에서 규정 하는 권한을 가지는

に規定する権限を有する契約当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事者をいう。以下同じ。）の指定

동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に関する事項

(3) 어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三.漁業との調整に関する事項

(4) 전3호에 규정된 것 외에 경

四.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経

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

2.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의 인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認可の

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

申請が次の各号に適合している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項

우가 아니면 동 항의 허가를

の認可をしてはならない。

해서는 아니 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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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 자원의 분배 및 비용의 분

一.天然資源の分配及び費用の分担

담에 관한 사항이 협정 제19 조

に関する事項が協定第九条の規

의 규정에 부합할 것. 기타 공

定に適合していることその他共

동 개발 사업 계약이 정하는 사

同開発事業契約に定める事項が

항이 공동 개발 사업의 원활한

共同開発事業の円滑な実施を妨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없을 것.

げるおそれがないこと。

(2) 공동 개발 사업 계약에 대한 협

二.共同開発事業契約について協定

정 제5조 제2항의 대한민국 정

第五条第二項の大韓民国政府の

부의 승인이 주어져 있을 것.

承認が与えられていること。

3.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

３.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認可

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共

해 공동 개발 사업 계약에

同開発事業契約に定める同項第

정하는 동항 제3호에 규정된

三号に掲げる事項に関し、農林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부

水産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ない。

4. 제1항의 인가 신청의 날로부터

４.第一項の認可の申請の日から二

2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불인

月以内に認可又は不認可の処

가 처분이 없을 때는 동 항의

分がないときは、同項の認可が

인가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あつたものとみなす。

제22조

특정 광업권의 이전이

第二十二条 特定鉱業権の移転が

있을 때에는 특정광업권자 였

あつたときは、特定鉱業権者で

던 자가 그 이전에 그 공동개

あつた者がその移転の時にその

발광구에 관한 대한민국 개발

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民国開

권자와 체결하고 있던 공동

発権者と締結していた共同開発

개발 사업 계약을 특정광업권

事業契約を、特定鉱業権者とな

자가된 자가 당해 대한민국

つた者が当該大韓民国開発権者

개발권자와 체결하고, 전 조

と締結し、前条第一項の認可を

제 1 항의 인가를 받은 공동

受けた共同開発事業契約とみな

개발 사업 계약으로 간주한다.

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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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개발 권자의 협정 제

２.大韓民国開発権者の協定第十

10조 제1항에서 규정 된 권리

条第一項に規定する権利（以

(이하 "대한민국 개발권"이라

下「大韓民国開発権」という。）

한다)의 이전이 있을 때에는

の移転があつたときは、当該特

당해 특정 광업권자가 그 이전

定鉱業権者がその移転の時に

의 때에 대한민국 개발권자였

大韓民国開発権者であつた者

던 자와 체결하고 있었던 공동

と締結していた共同開発事業契

개발 사업 계약을, 당해 특정

約を、当該特定鉱業権者が大韓

광업권자가 대한민국 개발권자

民国開発権者となつた者と締

가 된 자와 체결하고, 전조 제

結し、前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

1 항의 인가를 받은 공동 개발

た共同開発事業契約とみなす。

사업 계약으로 간주한다.
3.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

３.第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

우에 있어서, 새로운 특정 광

において、新たな特定鉱業権が

업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設定されたときは、新たな特定

특정 광업권자가 그 공동개발

鉱業権者がその共同開発鉱区

광구에 관한 대한민국 개발권

に係る大韓民国開発権者と締

자와 체결하는 공동 개발 사업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는 특정 광업권자 였던
자가 특정 광업권의 소멸 시에
해당 대한민국 개발권자와 체
결하고 있던 공동 개발 사업

結する共同開発事業契約が効力
を生ずるまでの間は、特定鉱業
権者であつた者が特定鉱業権
の消滅の時に当該大韓民国開
発権者と締結していた共同開

계약 (특정 광업권의 소멸 후

発事業契約（特定鉱業権の消

당해 대한민국 개발권의 이전

滅後に当該大韓民国開発権の

이 있는 때에는 특정 광업권자

移転があつたときは、特定鉱業

였던 자가 특정 광업권의 소멸

権者であつた者が特定鉱業権

시에 해당 대한민국 개발권자

の消滅の時に当該大韓民国開

이었던 자와 체결하고 있던 공

発権者であつた者と締結してい

동 개발 사업 계약)을

た共同開発事業契約）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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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정 광업권자가 당해

新たな特定鉱業権者が当該大韓民

대한민국 개발권자와 체결하

国開発権者と締結し、前条第一項

고, 전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の認可を受けた共同開発事業契約

공동 개발 사업 계약으로 간

とみなす。

주한다.

４.大韓民国開発権が消滅した場

4. 대한민국 개발권이 소멸 한

合において、新たな大韓民国開

경우, 새로운 대한민국 개발권

発権者が大韓民国の法令に基

자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づき認可されたときは、当該特

인가 된 때에는, 당해 특정 광

定鉱業権者が新たな大韓民国

업권자가 새로운 대한민국 개

開発権者と締結する共同開発

발권자와 체결하는 공동 개발
사업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의 기간에는 특정 광업권
자가 대한민국 개발권의 소멸
시에 대한민국 개발 권자이었

事業契約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
間は、当該特定鉱業権者が大韓
民国開発権の消滅の時に大韓
民国開発権者であつた者と締

던 자와 체결하고 있던 공동

結していた共同開発事業契約

개발 사업 계약 (대한민국 개

（大韓民国開発権の消滅後に

발권의 소멸 후에 당해 특정

当該特定鉱業権の移転があつ

광업권의 이전이 있을 때에는

たときは、当該特定鉱業権者で

당해 특정 광업권자 였던 자가

あつた者が大韓民国開発権の

대한민국 개발권의 소멸 시에

消滅の時に当該大韓民国開発

해당 대한민국 개발권자 이었

権者であつた者と締結していた

던 자와 체결하고, 공동 개발

共同開発事業契約）を、当該特

사업 계약)을, 당해 특정 광업

定鉱業権者が新たな大韓民国

권자가 새로운 대한민국 개발
권자와 체결하고, 전조 제 1
항의 인가를 받은 공동 개발
사업 계약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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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発権者と締結し、前条第一項
の認可を受けた共同開発事業契
約とみなす。

부록

(특정 광업권 공유)

(特定鉱業権の共有）

제23조

第二十三条

특정 광업권을 공유하

特定鉱業権を共有す

는 자(이하 "특정 광업권 공유

る者（以下「特定鉱業権共有者」

자"라 한다)는 경제 산업 성령

という。）は、経済産業省令で定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うちの一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이

人を代表者と定め、これを経済

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

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

여야 한다.

ない。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

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よる届出がないときは、代表者

대표자를 지정한다.

を指定する。

3. 대표자의 변경은 경제 산업

３.代表者の変更は、経済産業省令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

경제산업대신에게

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その

신고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効力を生じない。

아니 한다.
4. 대표자는 국가에 대해 특정
광업권 공유자를 대표한다.
5. 특정 광업권 공유자는 조합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４.代表者は、国に対して、特定鉱
業権共有者を代表する。
５.特定鉱業権共有者は、組合契約
をしたものとみなす。

(특정 광업권의 이전)

(特定鉱業権の移転）

제24조

第二十四条

특정 광업권의 이전

特定鉱業権の移転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るも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고자 하

のを除く。）を受けようとする者

는 자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

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受

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아

けなければならない。
부
록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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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의 인가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認可の

신청이 다음 각 호(당해 공동

申請が次の各号（当該共同開

개발광구에 관한 대한민국 개

発鉱区に係る大韓民国開発権

발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者が存在しないときは、第一号

는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から第三号まで）に適合してい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

면 동 항의 인가를 해서는 아

項の認可をしてはならない。

니 된다.

一

第十七条各号のいずれにも該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것에

当しないこと。

도 해당하지 않을 것.

二

(2) 공동 개발 사업을 적확하게

るに足りる経理的基礎及び技術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기초

能力があること。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三

(3) 공동 개발 사업 계약에 따른

利義務を承継すること。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

四 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民国

(4) 공동개발광구에 관한 대한민

開発権者の同意があること。

국 개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것

（共同開発鉱区の減少）

(공동개발광구의 감소)

第二十五条 共同開発鉱区の減少

제25조 공동개발광구의 감소는

は、次の各号（共同開発鉱区に係

다음 각 호(공동개발광구에 관한

る大韓民国開発権者が存在しない

대한민국 개발권자가 존재하지

ときは、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

아니할 때에는 제 1 호)에 해당

でなければ、することができな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ただ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

단,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合は、この限りでな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1) 감소시키는 한 개 부분의 면

七十五平方キロメートル以上であ

적이 75평방킬로미터 이상이어

ること。

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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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開発事業を適確に遂行す

共同開発事業契約に基づく権

減少をする一の部分の面積が

부록

(2) 공동개발광구와 관련되는 관
한 대한민국 개발 권자의 동

二.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民国
開発権者の同意があること。

의가 있어야 할 것
2.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가 지정

２.探査権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

하는 날까지 그 공동개발광구

日までに、その共同開発鉱区の

의 면적이 해당 각 호가 정하

面積が当該各号に定める面積以

는 면적 이하가 되도록 그 공

下になるようにその共同開発鉱

동개발광구의 감소시켜야 한

区の減少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다. 단, 그 감소시켜야 할 면

ただし、その減少をすべき面積が

적이 75평방킬로미터 미만인

七十五平方キロメートル未満で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1) 탐사권 설정의 등록일 (탐사권

一.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探査

이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権が第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

경우에 새로 설정된 것일 때에

場合に新たに設定されたもので

는 그 탐사권에 따른 당초의

あるときは、その探査権に係る

탐사권의 설정 등록 일로 간주

当初の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

한다. 다음 호 및 제3호 및 제

日。次号及び第三号並びに第三

3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같다)

十四条第一項第一号において同

에서 3년을 경과하는 날, 탐사

じ。）から三年を経過する日

권의 설정 등록의 날에 있어서

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におけ

의 공동개발광구의 면적(탐사권

る共同開発鉱区の面積（探査

이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権が第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

경우에 새로 설정된 것일 때에

場合に新たに設定されたもので

는 그 탐사권에 따른 당초의

あるときは、その探査権に係る

탐사권 설정 등록의 날에 있어

当初の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

서의 공동개발광구의 면적. 이

日における共同開発鉱区の面

하 이 항에서 "공동개발광구의

積。以下この項において「共同開

당초 면적"이라 한다)의 100분

発鉱区の当初面積」という。）

의 75에 상당하는 면적

の百分の七十五に相当する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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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사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二.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から六

6년을 경과하는 날 공동개

年を経過する日

발광구의 당초 면적의 100

区の当初面積の百分の五十に相

분의 50에 상당하는 면적

当する面積

(3) 탐사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共同開発鉱

三.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から八

8년을 경과하는 날 공동개

年を経過する日

발광구의 당초 면적의 100

区の当初面積の百分の二十五に

분의 25에 상당하는 면적

相当する面積

3. 채굴전원에 근거한 채굴권(채

共同開発鉱

３.採掘転願に基づく採掘権（採掘

채굴권의

転願に基づく採掘権の消滅後第

소멸 후 제16조 제2항에서

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

규정하는 경우에 새로 설정

新たに設定された採掘権を含

된 채굴권을 포함한다. 이하

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자는

を有する者は、次の各号に掲げ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

る日までに、その共同開発鉱区

지 그 공동개발광구의 면적

の面積が当該各号に定める面積

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以下になるようにその共同開発

면적 이하가 되도록 그 공동

鉱区の減少をしなければならな

개발광구를 감소시켜야 한다.

い。ただし、その減少をすべき面

단, 그 감소되어야 할 면적이

積が七十五平方キロメートル未

75평방킬로미터 미만인 때에

満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い。

굴전원에

근거한

(1) 채굴이전원에 근거한 채굴에

一.採掘転願に基づく採掘権に係る

관련되는 탐사권의 설정 등

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当

록일(해당 탐사권이 제16조

該探査権が第十六条第二項に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定する場合に新たに設定された

새로 설정된 것인 때에는 당

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探査権

해 탐사권에 관련되는 당초

に係る当初の探査権の設定の登

탐사권의 설정 등록일.

録の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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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 및 제3호에서도 같다)

次号及び第三号において同じ。）

에서 3년을 경과하는 날 채굴전

から三年を経過する日

원에 근거한 채굴권에 관한 탐

に基づく採掘権に係る探査権の設

사권의 설정 등록의 날에 있어

定の登録の日における共同開発鉱

서의 공동개발광구의 면적(해당

区の面積（当該探査権が同項に規

탐사권이 동항에 규정하는 경우

定する場合に新たに設定されたも

에 새로 설정된 것일 때에는 당

のであるときは、当該探査権に係

해 탐사권에 관련되는 당초의

る当初の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

탐사권의 설정 등록의 날에 있

における共同開発鉱区の面積。以

어서의 공동개발광구의 면적.

下この項において「共同開発鉱区

이하 이 항에서 "공동개발광구

の当初面積」という。）の百分の七

의 당초 면적"이라 한다)의 100

十五に相当する面積

분의 75에 상당하는 면적

二.採掘転願に基づく採掘権に係る

(2) 채굴전원에 근거한 채굴권에

採掘転願

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から六

관한 탐사권의 설정 등록 일

年を経過する日

로부터 6년이 경과하는 날 공

の当初面積の百分の五十に相当

동개발광구의

する面積

당초

면적의

共同開発鉱区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면적

三.採掘転願に基づく採掘権に係る

(3) 채굴이전원에 근거 채굴권에

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から八

관한 탐사권의 설정 등록 일

年を経過する日

로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

区の当初面積の百分の二十五に

공동개발광구의 당초 면적의

相当する面積

共同開発鉱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면적
(채굴전원 명령)

(採掘転願命令）

제26조 경제산업대신은 탐사권의

第二十六条

공동개발광구의 천연 자원의 존재

権の共同開発鉱区における天然資源の

가 분명하고, 그 매장량 등에 비추

存在が明らかであり、その埋蔵量等に

어 그 공동개발광구가 채굴권 설

かんがみ、その共同開発鉱区が採掘権

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の設定に適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

経済産業大臣は、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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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탐사권자에 대해 3개월 이

その探査権者に対し、三月以内に

내에 채굴권 설정에 관한 제 12

採掘権の設定に係る第十二条の許

조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可の申請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

명할 수 있다.

とができる。

(특정 광업권의 포기의 제한)

(特定鉱業権の放棄の制限）

제27조

第二十七条

특정 광업권의 포기는

特定鉱業権の放棄

그 공동개발광구에 관련되는 대

は、その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

한민국 개발권자의 동의가 없으

民国開発権者の同意がなければ、

면 할 수 없다. 단, 설정 등록일

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設定

부터 2년이 경과된 때, 또는 그

の登録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たと

공동개발광구에 관한 대한민국

き、又はその共同開発鉱区に係る

개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

大韓民国開発権者が存在しないと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きは、この限りでない。

(특정 광업권의 취소)

(特定鉱業権の取消し）

제28조

第二十八条

경제산업대신은 특정

経済産業大臣は、特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

定鉱業権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に該当するときは、特定鉱業権を

특정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

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다.
(1) 제21조 제1항의 인가를 받

一.第二十一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

은 공동 개발 사업 계약에

た共同開発事業契約によらない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 개발

で共同開発事業を行つたとき。

사업을 행한 때.
(2)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二.第二十五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개발광

規定に違反して共同開発鉱区

구의 감소시키지 않을 때.

の減少をしないとき。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따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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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四.第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項の期限までに事業に着手しな

않을 때, 또는 동 조 제 3

いとき、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

に違反して事業を休止したと

을 휴지했을 때.

き。

(5)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

五.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

반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

して、経済産業大臣が指定した

정한 수의 갱정을 굴착하지

数の坑井を掘さくしないとき。

않을 때.
(6)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사업을 행한 때.

六.第三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
して事業を行つたとき。

(7)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七.第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

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해

して工作物の設置又は海底の形

저의 형질 변경을 했을 때.

質の変更をしたとき。

(8)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

八.第四十八条の規定により読み替

하여 적용하는 광산 보안법

えて適用する鉱山保安法第三十

제33조 제2항, 제34조 또는

三条第二項、第三十四条又は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三十五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従

에 따르지 않을 때.

わないとき。

2. 경제산업대신은 착오로 인하

２. 経済産業大臣は、錯誤により、

여 제12조의 허가를 한 때에

第十二条の許可をしたとき

는 특정 광업권을 취소하지

は、特定鉱業権を取り消さな

않으면 아니 된다.

ければならない。

(채굴권의 취소와 저당권)

(採掘権の取消しと抵当権）

제29조 경제산업대신은 채굴권

第二十九条

経済産業大臣は、採

의 취소에 의한 소멸 등록을

掘権の取消しによる消滅の登録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저

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

당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抵当権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

아니 된다.

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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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자는 전 항의 규정에

２. 抵当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

의한 통지가 있던 날부터

る通知があつた日から三十

30일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

日以内に、採掘権の競売の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단,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ただし、前条第二項の規定に

의한 채굴권 취소의 경우에

よる採掘権の取消しの場合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は、この限りでない。

3. 채굴권은 전 항의 기간 내

３. 採掘権は、前項の期間内又は

또는 경매의 절차가 완결 되

競売の手続が完結する日ま

는 날까지는 경매의 목적 범

では、競売の目的の範囲内

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

で、なお存続するものとみな

것으로 간주한다.

す。

4.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했을

４.

買受人が代金を納付したと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그

きは、採掘権の取消しは、その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

効力を生じなかつたものとみ

으로 간주한다.

なす。

5. 경매에 의한 매각 대금은 경

５. 競売による売却代金は、競売

매 비용 및 저당권자에 대한

の費用及び抵当権者に対する

채무의 변제를 위해 충당하

債務の弁済に充て、その残余

고 그 잔여는 국고에 귀속한

は、国庫に帰属する。

다.
(채굴권 포기와 저당권)

(採掘権の取消しと抵当権）

제30조

第三十条

전조의 규정은 경제산

前条の規定は、経済

업대신이 채굴권의 포기에 의한

産業大臣が採掘権の放棄による

소멸 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

消滅の登録をした場合に準用す

다.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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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광업권의 소멸)

(特定鉱業権の消滅）

제31조 특정 광업권은 특정 광

第三十一条

特定鉱業権は、特定

업권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

鉱業権者が第九条の規定により

하여 특정 광업권을 가질 수

特定鉱業権を有することができ

없게 된 때 또는 민법(메이지

なくなつたとき、又は民法（明治

29년 법률 제 89호) 958조의

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九

기간 내에 상속인이라는 권리

百五十八条の期間内に相続人で

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

ある権利を主張する者がないと

는 소멸한다.

きは、消滅する。

2. 채굴출원에 근거한 채굴권의

２.採掘転願に基づく採掘権の設定

설정 등록이 있을 때에는 당

の登録があつたときは、当該探

해 탐사권은 소멸한다.

査権は、消滅する。

(등록)
제32조

(登録）
다음에서 언급하는 사

항은 특정 광업 원부에 등록한

第三十二条

次に掲げる事項は、

特定鉱業原簿に登録する。

다.
(1) 특정 광업권의 설정, 존속

一.特定鉱業権の設定、存続期間の

기간의 연장, 이전, 소멸 및

延長、移転、消滅及び処分の制

처분의 제한 및 공동개발광

限並びに共同開発鉱区の減少

구의 감소
(2) 특정 광업권 공유자의 탈퇴

二.特定鉱業権共有者の脱退

(3) 채굴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

三.採掘権を目的とする抵当権の

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設定、変更、移転、消滅及び処分

소멸 및 처분의 제한

の制限

2.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

２.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は、登記
に代わるものとする。

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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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각호에서 언급하는 사항

３.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は、相

은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 사
망에 의한 특정 광업권 공유자

続その他の一般承継、死亡によ
る特定鉱業権共有者の脱退、混

의 탈퇴,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광업권의 소
멸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에 의

同若しくは担保する債権の消
滅による抵当権の消滅、前条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
る特定鉱業権の消滅又は存続
期間の満了による特定鉱業権

한 특정 광업권의 소멸의 경우
를 제외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の消滅の場合を除き、登録しな
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4. 제12조의 허가에 관련되는
특정광업권 설정은 허가를

４.第十二条の許可に係る特定鉱業
権の設定の登録は、許可を受け

받은 사람이 공동개발사업
계약에 관하여 제21조 제1
항의 인가를 받은 후가 아

た者が共同開発事業契約につい
て第二十一条第一項の認可を受
けた後でなければ、することが

니면 등록할 수 없다.
5. 특정 광업 원부에 대해서는 행
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1년 법률 제42호)의 규정은

できない。
５.特定鉱業原簿については、行政
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
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
四十二号）の規定は、適用しな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특정 광업 원부에 기록되어 있
는 보유 개인 정보(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5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5항에서 규정
하는 보유 개인 정보를 말한다)
에 관해서는 동 법 제 4 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い。
６.特定鉱業原簿に記録されている
保有個人情報（行政機関の保有
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
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
号）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保
有個人情報をいう。）について
は、同法第四章の規定は、適用し
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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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 각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
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사업 실시 의무)
제33조

특정 광업권자는 특정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

７.前各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
登録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
で定める。
(事業実施義務）
第三十三条

特定鉱業権者は、特

록일의 6개월 이내에 사업에

定鉱業権の設定又は移転の登録

착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の日から六月以内に事業に着手

2. 경제산업대신은 특정 광업권

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자의 신청에 의해 부득이한

２.経済産業大臣は、特定鉱業権者

이유로 전 항의 기한까지 사

の申請により、やむを得ない理

업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능

由により前項の期限までに事業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めるときは、その期限を延長す

3. 특정 광업권자는 연속해서 6

ることができる。

개월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해

３.特定鉱業権者は、引き続き六月

서는 아니 된다. 단, 부득이

以上その事業を休止してはなら

한 이유로 연속해서 6개월

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理由

이상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により引き続き六月以上事業を

기간을 정하여 경제산업대신

休止する場合において、期間を

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

定めて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

하지 아니하다.

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갱정 굴착 의무)

(坑井掘さく義務）

제34조

第三十四条

탐사권자는 그 공동개

探査権者は、その共

발광구에서 다음에서 언급하

同開発鉱区において、次に掲げ

는 기간별로 경제산업대신이

る期間ごとに、経済産業大臣が

지정하는 수의 갱정을 굴착하

指定する数の坑井を掘さくしな

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ければならな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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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사권의 설정 등록일로
부터 삼년간

一.探査権の設定の登録の日から三
年間

(2) 전 호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삼년간
(3) 전 호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년간

二.前号の期間の満了の日の翌日か
ら三年間
三.前号の期間の満了の日の翌日か
ら二年間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의 수는

２.前項の規定による坑井の数の指

공동개발광구의 면적 및 그 상부

定は、共同開発鉱区の面積及び

수역의 수심, 전 항 제 2 호 또

その上部水域の水深、前項第二

는 제 3 호의 기간 개시 전에

号又は第三号の期間開始前に共

공동개발광구에서의 굴착된 갱정

同開発鉱区において掘さくさ

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れた坑井の数その他の事情を考

지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慮して行うものとし、その数は、

2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二を超えてはならない。

3. 당해 공동개발광구에 관련되

３.当該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

는 대한민국 개발권자가 당해

民国開発権者が当該共同開発

공동개발광구에서 굴착한 갱

鉱区において掘さくした坑井

정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は、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

대해서는, 당해 탐사권자가

ては、当該探査権者が掘さくし

굴착 한 것으로 간주한다.

たものとみなす。

(시업 안)

(施業案）

제35조 조업관리자인 특정광업권

第三十五条

操業管理者たる特定

자(제 37 조 제 1 항 전 단의

鉱業権者（第三十七条第一項前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개발권자

段の認可を受けた大韓民国開発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

権者を含む。以下同じ。）は、事

에 착수하기 전에 경제 산업 성

業に着手する前に、経済産業省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업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施業案

안을 정하고,

を定め、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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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これを変更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조업관리자인 특정광업권자는

２.操業管理者たる特定鉱業権者

전 항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

は、前項の認可を受けた施業案によ

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

るのでなければ、事業を行つてはな

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らない。

(지정 구역에서의 채굴 등의 제한)

(指定区域における採掘等の制限）

제36조

第三十六条

조업관리자인 특정광업

操業管理者たる特定

권자는 지정 구역 (공동 개발

鉱業権者は、指定区域（共同開

구역 내의 일정한 지역으로

発区域内の一定の区域で、漁業

어업 생산상 중요한 어초가

生産上重要な魚礁が存在するた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역 내

め、その区域内における天然資

에서의 천연 자원의 탐사 또

源の探査又は採掘を制限する必

는 채굴을 제한할 필요가 있

要があるものとして経済産業大

는 경우 경제산업대신이 농림

臣が農林水産大臣と協議して指

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定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において、天然資源の探査又は採

에서의 천연 자원의 탐사 또

掘のための工作物の設置又は海

는 채굴을 위한 공작물의 설

底の形質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

치 또는 해저의 형질 변경을

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하려고 할 때는 경제 산업 성

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
으면 아니 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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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의 허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許可の

가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

는 그 신청에 따른 공작물의

の申請に係る工作物の設置又は

설치 또는 해저의 형질 변경

海底の形質の変更が、当該魚礁

이 당해 어초의 효용을 현저

の効用を著しく低下させ、又は

히 저하 시키며 상실 시킬

喪失させ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るときは、同項の許可をしては

는 동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ならない。

아니 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제 1 항의

３.経済産業大臣は、第一項の許可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農林水

는 농림수산부 장관과 협의

産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い。

4. 지정 구역의 지정은 그 지역

４.指定区域の指定は、その区域を

을 고시함으로써 행한다.

告示することにより行う。

(특정 광업권 소멸시의 특례)

(特定鉱業権消滅時の特例）

제37조 특정 광업권이 그 존속

第三十七条

特定鉱業権がその存

기간의 만료 전에 소멸 한 경우

続期間の満了前に消滅した場合

에는 그 소멸 시에 조업 관리자

において、その消滅の時に操業管

가 아니었던 당해 대한민국 개

理者でなかつた当該大韓民国開

발권자가 당해 공동개발광구 구

発権者が当該共同開発鉱区の

역에서 천연 자원의 탐사 또는

区域において天然資源の探査又

채굴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경

は採掘を行おうとするときは、

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

より、経済産業大臣の認可を受

지 않으면 아니 된다. 특정 광

け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鉱業

업권의 소멸 시에 작업 관리자

権の消滅の時に操業管理者であ

이었던 당해 대한민국 개발 권

つた当該大韓民国開発権者につ

자에 관해서도 같다.

いても、同様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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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 전단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前段の認

의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개

可を受けた大韓民国開発権者

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するときは、同項前段の認可を

항 전단의 인가를 취소할 수

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있다.
(1)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사업을 행한 때.

一.第三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
して事業を行つたとき。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二.前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工

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作物の設置又は海底の形質の変

해저의 형질을 변경했을 때.

更をしたとき。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대체

三.第四十八条の規定により読み替

하여 적용하는 광산 보안법

えて適用する鉱山保安法第三十

제33조 제2항, 제34조 또는

三条第二項、第三十四条又は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三十五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従

에 따르지 않을 때.

わないとき。

(공동 채굴 계약)

(共同採掘契約）

제38조

유층(가스층을 포함한다.

第三十八条 油層（ガス層を含む。

이하 같다)이 공동 개발 구역의

以下同じ。）が共同開発区域の境

경계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고 인

界線にまたがつて存在すると認

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층이 존재

められる場合には、その油層が存

하는 공동개발광구의 특정 광업권

在する共同開発鉱区の特定鉱業

자는 그 유층내의 천연 자원의 채

権者は、その油層内の天然資源の

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採掘を効率的に行うため、その油

그 유층이 있는 광구 또는 조광구

層が存在する鉱区若しくは租鉱

(석유 또는 가연성 천연 가스를

区（石油又は可燃性天然ガスを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 또는 조광

目的とする鉱業権又は租鉱権の

권의 광구 또는 조광구에 한한다)

鉱区又は租鉱区に限る。）の鉱

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또는

業権者若しくは租鉱権者又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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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大韓民国の法令に基づきその油層

그 유층이 존재하는 구역에서

が存在する区域において天然資源

천연 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の採掘をすることを認可された者

허용된 자와 협의하여, 공동

と協議し、共同して当該天然資源

으로 당해 천연 자원을 채굴

の採掘をするため必要な天然資源

하기 위해 필요한 천연 자원

の分配及び費用の分担に関する事

의 분배 및 비용의 분담에 관

項その他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

한 사항과 그밖의 경제 산업

項に関する契約（以下「共同採掘

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ように

계약(이하 "공동 채굴 계약"이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노력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유층이 공동개발광구의 경계선

２.油層が共同開発鉱区の境界線

에 걸쳐서 존재 하고 있다고

にまたがつて存在すると認めら

인정되는 경우(전 항에서 규

れる場合（前項に規定する場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を除く。）には、その油層が存在

그 유층이 존재하는 둘 이상

する二以上の共同開発鉱区の

의 공동개발광구의 특정 광업

特定鉱業権者は、その油層内の

권자는, 그 유층 내의 천연

天然資源の採掘を効率的に行う

자원 채굴을 효율적으로 수행

ため、相互に協議し、共同採掘契

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공

約を締結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

동 채굴 계약을 체결하도록

ばならない。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3. 공동 채굴 계약은 경제 산업

３.共同採掘契約は、経済産業省令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지

業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その効力を生じない。その変更

아니 한다. 그 변경에 있어

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서도 같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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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의 인

４.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認可の

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

申請が次の各号に適合している

합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아

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項

니면 동항의 허가를 해서는

の認可をしてはならない。

아니 된다.
(1) 천연 자원의 분배 및 비용의

一.天然資源の分配及び費用の分担

분담에 관한 사항이 협정 제

に関する事項が協定第二十三条

23 조 제 3 항(동조 제 4

第三項（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

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다

適合していることその他共同採

는 것과, 그 밖에기타 공동

掘契約に定める事項が当該天然

채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資源の採掘の円滑な実施を妨げ

이 당해 천연 자원 채굴의

るおそれがないこと。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
가 없을 것.

二.共同採掘契約について協定第二

(2) 공동 채굴 계약에 의하여 협

十三条第二項（２）（同条第

정 제23조 제2항(2) (동 조

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む。）の大韓民国政府の承認が

포함한다)의 대한민국 정부

与えられていること。

의 승인이 주어져 있을 것
제3장 손해의 배상

第三章 損害の賠償

(배상 의무)

(賠償義務）

제39조

第三十九条

공동 개발 구역에서의

共同開発区域におけ

천연 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

る天然資源の探査又は採掘のた

을 위한 대륙붕 굴삭 또는 갱

めの大陸棚だなの掘さく又は坑

정수나 폐사의 방류에 의하여

水若しくは廃水の放流によつて、

일본의 국민 또는 법인, 대한

日本国の国民又は法人、大韓民

민국 국민 또는 법인과

国の国民又は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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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들 국가에 주소 또

その他これらの国に住所又は居所

는 거소를 가진 자에게 손해

を有する者に損害を与えたときは、

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발

損害の発生の時における当該共同

생 시에 있어서 당해 공동개

開発鉱区の特定鉱業権者（損害の

발광구의 특정 광업권자(손해

発生の時既に特定鉱業権が消滅し

발생 시 이미 특정 광업권이

ているときは、その消滅の時におけ

소멸하여 있을 때에는 그 소

る当該共同開発鉱区の特定鉱業

멸시의 당해 공동개발광구의

権者）及び当該共同開発鉱区に係

특정 광업권자) 및 당해 공동

る大韓民国開発権者（損害の発生

개발광구에 관한 대한민국 개

の時既に大韓民国開発権が消滅し

발권자(손해 발생 시 이미 대

ているときは、その消滅の時におけ

한민국 개발권이 소멸하는 때

る当該共同開発鉱区に係る大韓民

에는 그 소멸시의 당해 공동

国開発権者）が、連帯してその損

개발광구에 관한 대한민국 개

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ただ

발 권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

し、協定第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

를 배상할 책임에 임한다. 단,

る場合における天然資源の探査又

협정 제 15 조 제 1 항에서

は採掘のための大陸棚だなの掘さ

규정하는 경우에 천연자원의

く又は坑水若しくは廃水の放流に

탐사 또는 채굴을 위한 대륙

よつて与えた損害については、そ

붕의 굴삭 또는 갱정 또는 폐

の天然資源の探査又は採掘を行つ

수의 방류에 의하여 입힌 손

た特定鉱業権者又は大韓民国開発

해에 대해서는 그 천연자원의

権者が単独で賠償する責めに任ず

탐사 또는 채굴을 행한 특정

る。

광업권 자 또는 대한민국 개
발권자가 단독으로 배상할 책
임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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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를

２.前項の規定により損害を賠償す

배상할 책임에 임하는 특정

る責めに任ずる特定鉱業権者

광업권자 또는 대한민국 개

又は大韓民国開発権者が損害

발 권자가 손해 발생 후에

の発生後に特定鉱業権又は大

특정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

韓民国開発権を譲り渡したと

개발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きは、特定鉱業権を譲り受けた

특정 광업권을 양도 받은 자

者又は大韓民国開発権を譲り

또는 대한민국 개발권을 양

受けた者は、同項の規定により

도 받은 자는 동 항의 규정

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特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

定鉱業権者又は大韓民国開発

에 임하는 특정 광업권자 또

権者と連帯して損害を賠償す

는 대한민국 개발권자와 연

る義務を負う。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
를 진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３.前二項の規定による賠償につい

관해서는 특정 광업권 공유

ては、特定鉱業権共有者又は大

자 또는 대한민국 개발권을

韓民国開発権を共有する者の

공유하는 자의 의무는 연대

義務は、連帯とする。

로 한다.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４.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

특정 광업권을 양도 받은 자

て、特定鉱業権を譲り受けた者

또는 대한민국 개발권을 양

又は大韓民国開発権を譲り受

도 받은 자가 배상의 의무를

けた者が賠償の義務を履行した

이행 한 때에는 제1항의 규

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損

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特定

책임에 임하는 특정 광업권

鉱業権者又は大韓民国開発権

자 또는 대한민국 개발권자

者に対し、償還を請求すること

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ができる。

부
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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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법 (쇼와 25년 법률 제

５.鉱業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

289호) 제111조, 제113조,

百八十九号）第百十一条、第百

제 114조 제1항, 제115조

十三条、第百十四条第一項、第百

제1항 및 제116조의 규정은

十五条第一項及び第百十六条の

공동 개발 구역에서의 천연

規定は、共同開発区域における

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을 위

天然資源の探査又は採掘のため

한 대륙붕의 굴삭 또는 갱정

の大陸棚だなの掘さく又は坑水

또는 폐수 방류로 인한 손해

若しくは廃水の放流による損害

의 배상에 준용한다.

の賠償に準用する。

(재판관할)

(裁判管轄）

제40조

第四十条

공동 개발 구역에서의

共同開発区域における

천연 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에

天然資源の探査又は採掘により生

의해 생기는 손해 배상의 소송

ずる損害の賠償の訴えは、原告の普

은 원고의 보통재판 적 소재지

通裁判籍所在地の裁判所に提起す

의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ることができる。

(화해의 중개)

(和解の仲介）

제41조 광업법 제 122 조부터

第四十一条

제 125 조까지의 규정은 공동

から第百二十五条までの規定は、

개발 구역에서의 천연 자원의

共同開発区域における天然資源の

탐사 또는 채굴에 의해 발생하

探査又は採掘により生ずる損害の

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賠償に関する紛争に係る和解の仲

대한 화해의 중개에 준용한다.

介に準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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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잡칙

第四章 雑則

(수수료)

（手数料）

제42조 다음 각 호에서 언급 하

第四十二条

次に掲げる者は、実

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

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

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

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

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い。

(1) 제10조 제3항(동 조 제 5

一.第十条第三項（同条第五項にお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

함한다)의 허가 신청을 하는

許可の申請をする者

자
(2) 제12조의 허가 신청을 하는

二.第十二条の許可の申請をする者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 제1항의 인가 신청
을 하는 자
(5) 제24조 제1항의 인가 신청
을 하는 자
(6) 제38조 제3항의 인가 신청
을 하는 자

三.第十五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
定による届出をする者
四.第二十一条第一項の認可の申請
をする者
五.第二十四条第一項の認可の申請
をする者
六.第三十八条第三項の認可の申請
をする者

(보고 및 검사)

(報告及び検査）

제43조

第四十三条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

経済産業大臣は、こ

률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

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

서 특정 광업권자에 대하여 그

て、特定鉱業権者に対し、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
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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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직원에게 특정 광업

その業務に関し報告をさせ、又はそ

권자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の職員に、特定鉱業権者の事業所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

若しくは事務所に立ち入り、業務の

부,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

검사할 수 있다.

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

２.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

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

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

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書を携帯し、関係人に提示しな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ければならない。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의

３.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 된

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수정 또는 보충)

(修正又は補充）

제44조 경제산업대신은 제 12

第四十四条

経済産業大臣は、第

조의 허가 신청 서류가 완비

十二条の許可の申請の書類が完

되지 않은 때에는 상당의 기

備していないときは、相当の期

간을 부여하여 그 수정 또는

限を付してその修正又は補充を

보완을 명할 수 있다.

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경제산업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２.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 있어서

よる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て、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同項の規定により指定した期限

기한까지 수정 또는 보충이 이루

までに修正又は補充が行われな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

いときは、当該申請を却下しな

을 각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ければならない。

(청문 방법의 특례)

(聴聞の方法の特例）

제45조 제28조 제1항 또는 제37

第四十五条 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

第三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

한 청문의 기일에서의 심리는 공개

に係る聴聞の期日における審理は、

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公開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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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청문 주재자는 행정

２.前項の聴聞の主宰者は、行政手

법률

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

제88호) 제17조 제1항의 규

号）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

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

より当該処分に係る利害関係

련되는

당해

人が当該聴聞に関する手続に

청문에 관한 절차에 참가할

参加することを求めたときは、

것을 요구 한 때에는 이를

これ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い。

절차법(헤이세이

5년

이해관계인이

(심사 청구의 절차에서의 의견의 청취)

(審査請求の手続における意見の聴取）

제46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

第四十六条

この法律又はこの法

에 기반한 명령의 규정에 의

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処

한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

分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の審

한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査請求に対する裁決は、行政不

행정 불복 심사 법(헤이세이

服審査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

26 년 법률 제 68 호) 제 24

六十八号）第二十四条の規定に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심

より当該審査請求を却下する場

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合を除き、審査請求人に対し、相

제외하고, 심사 청구인에 대하

当な期間をおいて予告をした上、

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

同法第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

를 하고 나서, 동법 제 11 조

審理員が公開による意見の聴取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원

をした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 공개적인 의견 청취를 한
후에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전 항의 의견 청취 시에는,

２.前項の意見の聴 取に際して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は、審査請求人及び利害関係人

에 대하여 그 사안에 관하여

に対し、その事案について証拠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

を提示し、意見を述べる機会を

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

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부
록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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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사 청

３.

第一項に規定する審査請求に

구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 심

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

사 법 제31조의 규정은 적용

三十一条の規定は適用せず、

하지 않으며 동 항의 의견

同項の意見の聴取について

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동 조

は、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での規定を準用する。

규정을 준용한다.
(광업법의 적용 제외)

(鉱業法の適用除外）

제47조

第四十七条

공동 개발 구역에서의

共同開発区域におけ

천연 자원의 탐사 및 채굴 내용

る天然資源の探査及び採掘につい

에 관해서는 광업법의 규정은

ては、鉱業法の規定は、適用しな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산 보안법의 적용)

(鉱山保安法の適用）

제48조

第四十八条

조업관리자인 특정광업

操業管理者たる特定

권자에 대한 광산 보안법의 규

鉱業権者に関する鉱山保安法の規

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법의

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の規定

규정(제2조 제1항, 제11조, 제

（第二条第一項、第十一条、第四十

44조 및 제54조 규정을 제외한

四条及び第五十四条の規定を除

다) 중 「광업권자」는 「일본국과

く。）中「鉱業権者」とあるのは「日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

대륙붕 남부의 공동 개발에 관

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

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

가연성 천연 가스 자원의 개발

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제

関する特別措置法第三十五条第一

1 항에서 규정하는 조업 관리자

項に規定する操業管理者たる特定

의 자격을 갖춘 특정 광업권자」

鉱業権者」と、

로 동 법 제17조 제2항 중의
「광업권」은 「특정 광업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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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3조 제1항 중 「광업법

同法第三十三条第一項中「鉱業法

(쇼와 25년 법률 제289호) 제

（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八十九

63조 (동법 제87조에서 준용하

号）第六十三条（同法第八十七条

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3조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

의 2」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

び第六十三条の二」とあるのは「日

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 가스

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

제35조 제1항」으로, 동법 제37

関する特別措置法第三十五条第一

조 중 「광구 외 또는 조광구 외」

項」と、同法第三十七条中「鉱区外

라 함은 「공동개발광구 외 (일본

又は租鉱区外」とあるのは「共同開

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

発鉱区外（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

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 개발에

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

및 가연성 천연 가스 자원의 개

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

발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37

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

조 제1항의 전단의 경우에 있어

三十七条第一項前段の場合にあつ

서는 동항 전단에 규정하는 구역

ては、同項前段に規定する区域外。

외. 제48조 제2항에서 같다.)」로,

第四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同

동법 제39조 제1항 중 「광업권」

じ。）」と、同法第三十九条第一項

은 「특정 광업권」으로, 동법 제

中「鉱業権」とあるのは「特定鉱業

42조 중 「광업 사무소」는 「경제

権」と、同法第四十二条中「鉱業事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務所」とあるのは「経済産業省令で

동법 제48조 제2항 중 「광구 외

定める場所」と、同法第四十八条第

또는 조광구 외」는 「공동개발광

二項中「鉱区外又は租鉱区外」とあ

구 외」로 한다.

るのは「共同開発鉱区外」とする。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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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세의 특례)

(鉱区税の特例）

제49조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226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

第四十九条 地方税法（昭和二十五
年法律第二百二十六号）の規定の

서는, 공동개발광구를 동법 제
178조 및 제183조 제3항 광구로,
총무대신이 공동 개발 구역의 관
계 현 으로 지정 하는 현 (이하 "
관계 현"이라 한다)을 동 법 제

適用については、共同開発鉱区を同
法第百七十八条及び第百八十三条
第三項の鉱区と、総務大臣が共同開
発区域の関係県として指定する県
（以下「関係県」という。）を同法第

178조의 광구 소재의 도부현으로
특정 광업권자를 동조 및 동법 제
195조의 광업권자로 특정 광업권

百七十八条の鉱区所在の道府県と、
特定鉱業権者を同条及び同法第百
九十五条の鉱業権者と、特定鉱業

을 동 조의 광업권으로 간주한다.
2. 관계 현이 공동개발광구에 대해

権を同条の鉱業権とみなす。
2.関係県が共同開発鉱区に対し

부과하는 광구세의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 제1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광구의 면적

て課する鉱区税の課税標準は、
地方税法第百七十八条の規定に
かかわらず、共同開発鉱区の面

에, 관계 현마다 당해 관계 현에
따른 비율로 총무 대신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현에 관련되는 비율은
그 합계가 100분의 100이 되도

積に、関係県ごとに当該関係県
に係る率として総務大臣が定め
る率を乗じて得た面積とする。

록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공동개발광구에 대해 부과하
는 광구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언급하는 공동
개발광구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동 조 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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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場合において、関係県に係
る率は、その合計が百分の百と
なるように定めるものとする。
3.共同開発鉱区に対して課する鉱
区税の税率は、地方税法第百八
十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
各号に掲げる共同開発鉱区の
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
額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
同条第四項の規定を準用する。

부록

(1) 탐사권의 공동개발광구 면
적 백 아르당 연간 22엔
(2) 채굴권의 공동개발광구 면
적 백 아르당 연간 133엔

一.探査権の共同開発鉱区

面積

百アールごとに年額二十二円
二.採掘権の共同開発鉱区

面積

百アールごとに年額百三十三円

4. 총무 대신은 제 1 항의 규정

４. 総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

에 의하여 관계 현에 관련되

り関係県に係る指定をし、又

는 지정을 하고, 제 2 항의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関係県

규정에 의하여 관계 현에 관

に係る率を定めたときは、これ

련되는 비율을 정한 때에는

らの事項を告示するとともに、

이러한 사항을 고시함과 동

関係県の知事に通知しなけれ

시에, 관계 현의 지사에게 통

ばならない。当該指定に係る

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당

関係県又は当該率を変更した

해 지정에 관련되는 관계 현

ときも、同様とする。

또는 해당 비율을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5. 경제산업대신은 제32조 제1

５.経済産業大臣は、第三十二条第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

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第一号又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언급

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登録

하는 사항을 등록했을 때는,

し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ろにより、総務大臣及び関係県

총무 대신 및 관계 현 지사

の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

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

い。

된다.

부
록

263

(정령에 대한 위임)

(政令への委任）

제50조

第五十条

이 법률에서 정한 것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언급하

のほか、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

는 사항은 정령으로 필요한

ては、政令で必要な規定を設ける

규정을 둘 수 있다.

ことができる。

(1) 공동 개발 구역에서의 천연

一.共同開発区域における天然資源

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에

の探査又は採掘に関連する事項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법령

に関する法令の適用に関する技

의 적용에 관한 기술적 대

術的読替え

체 이해
(2) 공동 개발 구역에서의 천연

二.共同開発区域における天然資源

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에

の探査又は採掘に関連する事項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

に関し、協定第十九条の規定に

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

より、大韓民国の法令が適用さ

여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

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操業管

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업

理者の変更により日本国の法令

관리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が適用されることとなるときの

일본국의 법령이 적용되게

経過措置

되었을 때의 경과 조치
(3) 전2호에서 언급하는 것 외

三.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協

에 협정의 실시에 따라 필

定の実施に伴い必要とされる事

요한 사항

項

제5장 벌칙

第五章 罰則

제51조

第五十一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次の各号の一に該当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する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

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

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れを併科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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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천연 자원의 탐사 또는 채
굴을 한 자
(2)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제 12 조의 허가를 받
은 자

一.第五条の規定に違反して天然資
源の探査又は採掘をした者
二.詐欺その他不正の行為により第
十二条の許可を受けた者
２.過失により共同開発鉱区外に
侵掘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

2. 과실로 공동개발광구 밖에서

罰金に処する。

침굴 한 자는 50만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전조 제1항 제1호의

第五十二条

前条第一項第一号の

범죄에 관련되는 천연자원을 사

犯罪に係る天然資源を、情を知つて

정을 알면서 운반하거나, 보관하

運搬し、保管し、有償若しくは無償

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

で取得し、又は処分の媒介若しく

하거나 또는 처분의 중개 또는

はあつせんをした者は、五年以下の

알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

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53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第五十三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

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한다.

一.第三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

(1)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사업을 행한 자
(2)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して事業を行つた者
二.第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
して工作物の設置又は海底の形
質の変更をした者

해저의 형질 변경을 한 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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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43조 제 1 항의 규

第五十四条

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

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

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고 동항

虚偽の報告をし、又は同項の規定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

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

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만엔 이

忌避した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

하의 벌금에 처한다.

処する。

제5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

第五十五条

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 51 조

業務に関し、第五十一条から前条

부터 전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まで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する。

부칙 초

附 則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1. 이 법률은 협정의 효력발생

１.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

일 부터 시행한다.

第四十三条第一項の

法人の代表者又は法

日から施行する。

(경과 조치)

(経過措置）

2. 이 법률의 시행 시 정해져있는

２.この法律の施行の際定められて

하나의 소구역에 속하는 지역

いる一の小区域に属する区域を

을 광업출원지(광업법 제 27조

鉱業出願地（鉱業法第二十七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업출원

第一項に規定する鉱業出願地を

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

いう。以下同じ。）とする石油又

는 석유 또는 가연성 천연 가

は可燃性天然ガスを目的とする

스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 설

鉱業権の設定の出願（当該小区

정의 출원(당해 소구역에 속하

域に属する区域を鉱業出願地の

는 지역을 광업출원지의 일부

一部とするものを含む。）であつ

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며,

て、当該出願に係る鉱業出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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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출원에 관한 광업출원지
중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
선권을 갖는 부분(해당 소구
역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소구역의
면적의 3 분의 2를 넘는 것
을, 이 법률의 시행 시 실제
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소구역에 관한 제1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행
해진 날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날 전에 제12조의 허가 신청
을 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해
서는 제18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当該出願に係る鉱業出願地のうち
同条の規定により優先権を有する
部分（当該小区域に属するものに
限る。）の面積の合計が当該小区
域の面積の三分の二を超えるもの
を、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してい
る者が、当該小区域に係る第十六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告示が行わ
れた日から三十日を経過する日前
に、第十二条の許可の申請をした
ときは、その申請については、第十
八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は、適用
しない。

부칙 (쇼와 54년 3월 30일 법
률 제 5 호)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민사 집행법 (쇼와 쉰
54 년 법률 제 4 호)의 시행일(쇼
와 55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신청
된 민사 집행, 기업 담보권
의 실행 및 파산 사건에 대
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를
따른다.
3 전 항의 사건에 관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지급 또는 상환
을 받는 비용의 금액에 대해서는
동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최고재
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附 則 （昭和五四年三月三〇日
法律第五号） 抄
（施行期日）
１.この法律は、民事執行法（昭和
五十四年法律第四号）の施行の
日（昭和五十五年十月一日）か
ら施行する。
（経過措置）
２.この法律の施行前に申し立てら
れた民事執行、企業担保権の実
行及び破産の事件については、
なお従前の例による。
３.前項の事件に関し執行官が受け
る手数料及び支払又は償還を受
ける費用の額については、同項
の規定にかかわらず、最高裁判
所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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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쇼와 58년 3월 31일 일
법률 제13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쇼와 58년 4
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
륙붕 남부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
연성 천연 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제24조
2.전 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의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
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
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 가
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9 조 제 3 항의
규정은 동 법 제 2 조 제 3 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개발광구에
대해 부과하는 쇼와 58년도 이
후의 연도 분의 광구세에 대해
적용하고, 당해 공동개발광구에
대해 부과하는 쇼와 57 년도
분까지의 광구세에 대해서는 여
전히 종전의 예를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25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에
이르기까지 정한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
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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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昭和五八年三月三一日
法律第一三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昭和五十八
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
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
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
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
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改正）
第二十四条
２.前項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日本
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
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
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
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
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は、同
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共同
開発鉱区に対して課する昭和
五十八年度以後の年度分の鉱
区税について適用し、当該共同
開発鉱区に対して課する昭和
五十七年度分までの鉱区税に
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政令への委任）
第二十五条 附則第二条から前条
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
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
政令で定める。

부록

부칙(헤이세이 5년 11월 12일

附

법률 89 호) 초

法律第八九号）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1조 이 법률은 행정 절차법

第一条

(헤이세이 5년 법률 제88호)의

（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の施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行の日から施行する。

(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

（諮問等がされた不利益処分に関

한 경과조치)

する経過措置）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

第二条

령에 근거하여 심의회 및 기타

に基づき審議会その他の合議制の

합의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

機関に対し行政手続法第十三条に

절차법 제 13 조에서 규정하는

規定する聴聞又は弁明の機会の付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의 부여

与の手続その他の意見陳述のため

의 절차 및 기타 의견 진술을

の手続に相当する手続を執るべき

위한 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를

ことの諮問その他の求めがされた

취해야 하는 것의 자문 및 기타

場合においては、当該諮問その他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자

の求めに係る不利益処分の手続に

문 및 기타 요구에 따른 불이익

関して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이

の関係法律の規定にかかわらず、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

なお従前の例による。

則

（平成五年一一月一二日

この法律は、行政手続法

この法律の施行前に法令

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전히
종전의 예를 따른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제13조

第十三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를

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따른다.

（聴聞に関する規定の整理に伴う
부
록

経過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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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조항 정리에 따른 경과 조

(聴聞に関する規定の整理に伴う

치)

経過措置）

제1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第十四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졌던

律の規定により行われた聴聞、聴

청문 또는 청문회(불이익 처분과

問若しくは聴聞会（不利益処分に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

係るものを除く。）又はこれらのた

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의

めの手続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

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상당

後の関係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行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

われたものとみなす。

주한다.

（政令への委任）

(정령에의 위임)

第十五条

제15조 부칙 제2조부터 전 조

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

에 이르기까지 정하는 것 외에

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政令で定める。

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

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
다.
부칙(헤이세이 11년 5월 14일

附

법률 제 43 호) 초

法律第四三号）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 1 조 이 법률은 행정 기관

第一条

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

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한 법률(헤이세이 11년 법률

（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以

제 42 호. 이하 「정보 공개

下「情報公開法」という。）の施行の

법」이라

日から施行する。

한다)의

시행일부터

則

（平成一一年五月一四日

この法律は、行政機関の

시행한다.

附

부칙(헤이세이 11년 12월 22

日法律第一六〇号） 抄

일 법률 제 160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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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

부록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1조

第一条

이 법률(제2조 및 제3

この法律（第二条及び第

조를 제외한다)은, 헤이세이 13

三条を除く。）は、平成十三年一月

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六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

다음 각 호에서 언급하는 규정

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

은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

める日から施行する。

터 시행한다.

一 第九百九十五条（核原料物質、

(1) 제995조 (핵 원료 물질, 핵

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

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

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附

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則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に限る

개정하는 법률 부칙의 개정

。）、第千三百五条、第千三百六条、

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

第千三百二十四条第二項、第千三

다), 제 1305 조, 제 1306

百二十六条第二項及び第千三百四

조, 제 1324조 제 2 항, 제

十四条の規定 公布の日

1326 조 제 2 항 및 제
1344 조의 규정 공포일
부칙 (헤이세이 15년 5 월 30

附

일 법률 제 61 호)

法律第六一号）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1조 이 법률은 행정 기관이 보

第一条

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법에 관한

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

법률의 시행의 날부터 시행한다.

法律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그 외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

의 위임)

任）

제4조

第四条

전 2조에서 정하는 것

則

（平成一五年五月三〇日

この法律は、行政機関の

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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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헤이세이 16년 6월 9일 법

附

률 제 94 호) 초

律第九四号）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1조 이 법은 헤이세이 17년

第一条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処分等に関する経過措置）

제26조

第二十六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則

（平成一六年六月九日法

この法律は、平成十七年

この法律の施行前に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것에

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この条に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해

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ってした

행한 처분, 수속 그 외의 행위이

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であって、

며,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

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

정에 상당 규정이 있는 것은 이

相当の規定があるものは、この附

부칙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

則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き、

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の

법률의 상당의 규정에 의하여

規定によってしたものとみなす。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헤이세이 23년 7월 22일

附

법률 제84호) 초

法律第八四号）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

第一条

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

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する。ただし、附則第二十五条の規

제25조의 규정은 공포 한 날부

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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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

（平成二三年七月二二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

부록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処分、申請等に関する経過措置)

제23조

第二十三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この法律の施行前に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것에

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この条に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의 규정

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経済

에 따라 경제 산업 국장이 한

産業局長がした許可、認可その他の

허가, 인가 및 그 외 기타 처

処分又は通知その他の行為は、こ

분 또는 통지 및 그 외 기타

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

의 행위는 이 법률 에 의한

法律の相当の規定に基づいて、経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

済産業大臣がした許可、認可その

당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산

他の処分又は通知その他の行為と

업대신이 한 허가, 인가 및 그

みなす。

외 기타 처분 또는 통지 및

２.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改正前

그 와 기타의 행위로 간주한

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

다.

経済産業局長に対してされて

2. 이 법률의 시행시 실제로 개

いる出願、申請、届出その他の行

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

為は、この法律の施行後は、この

에 따라 경제 산업 국장에

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

대하여 행해진 출원, 신청,

法律の相当の規定に基づいて、

신고 그 외의 기타의 행위는

経済産業大臣に対してされた

이 법 시행 후 에는 이 법률

出願、申請、届出その他の行為

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とみなす。

법률의 상당의 규정에 근거
하여 경제산업대신에 대하여
행해진 출원, 신청, 신고 그
외의 기타의 행위로 간주한
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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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３.この法律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

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 산업 국장에 대하여 보고,

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経
済産業局長に対し報告、届出そ

신고 그 외 기타의 수속을 하
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
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이

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とされている事項で、施行日
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
の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
後は、これを、この法律による改

를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의 규정에
의해 경제 산업 장관에 대하여

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の
規定により経済産業大臣に対
して、報告、届出その他の手続

보고, 신고, 그 외 기타의 절차
를 밟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た
事項についてその手続がされて

된 사항에 대해 그 수속이 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いないものとみなして、この法
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
律の規定を適用する。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24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종전의 예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十四条 施行日前にした行為
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
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행일 이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
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
를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25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
한 경과 조치 (벌칙에 관한 경과 조
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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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
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
従前の例による。
(政令への委任）
第二十五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
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
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
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부록

부칙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附

법률 제89호) 초

法律第六九号）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 1 조 이 법은 행정 불복 심

第一条

사 법 (헤이세이 26 년 법률 제

査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八

68 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경과 조치의 원칙)

（経過措置の原則）

제 5 조 행정청의 처분 그 외

第五条

기타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

為又は不作為についての不服申立

한 불복 신청으로 이 법률 시행

て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

전에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 그

れた行政庁の処分その他の行為又

외 기타의 행위 또는 이 법률의

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申請

시행 전에 행해진 신청에 관한

に係る行政庁の不作為に係るもの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한 것에

については、この附則に特別の定め

대해서는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がある場合を除き、なお従前の例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による。

종전의 예를 따른다.

（訴訟に関する経過措置）

(소송에 관한 경과 조치)

第六条

제 6 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法律の規定により不服申立てに対

전의 법률 규정에 의해 불복 신

する行政庁の裁決、決定その他の

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行為を経た後でなければ訴えを提

그 외 기타의 행위를 거친 후

起できないこととされる事項で

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는 것

あって、当該不服申立てを提起し

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당해

ないでこの法律の施行前にこれを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提起すべき期間を経過したもの

則

（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

この法律は、行政不服審

行政庁の処分その他の行

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

이 법률 시행 전에 이것을 제
기 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것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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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불복신청이 다른 불복 신청에

(当該不服申立てが他の不服申立て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그 외 기

に対する行政庁の裁決、決定その

타의 행위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

他の行為を経た後でなければ提起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できないとされる場合にあっては、

당해 다른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

当該他の不服申立てを提起しない

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를 제기

でこの法律の施行前にこれを提起

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것을 포함한

すべき期間を経過したものを含

다)의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む。）の訴えの提起については、な

종전의 예를 따른다.

お従前の例による。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정

２.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

전의 법률의 규정 (전 조의 규

法律の規定（前条の規定により

정에 의해 여전히 종전의 예

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

를 따르는 것으로 되는 경우

る場合を含む。）により異議申

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의 신

立てが提起された処分その他の

청에 대하여 제기 된 처분 그

行為であって、この法律の規定

외 기타의 행위로, 이 법률의

による改正後の法律の規定によ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법률

り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を経

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에

た後でなければ取消しの訴えを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

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

라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されるものの取消しの訴えの提

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의 취

起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

소의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よる。

여전히 종전의 예를 따른다.
3. 불복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３.不服申立てに対する行政庁の裁

재결, 결정 그 외 기타 행위

決、決定その他の行為の取消し

의 취소의 소이며,이 법률의

の訴え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

시행 전에 제기 된 것에 대

行前に提起されたものについて

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를

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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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제 9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第九条

한 행위 및 부칙 제 5 조 및 전

行為並びに附則第五条及び前二条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

종전의 예를 따르는 것으로 되

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

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의 시

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

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

적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例による。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

예를 따른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제10조 부칙 제5조부터 전 조

第十条

까지에서 정하는 것의 외에 이

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

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

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

で定める。

附則第五条から前条まで

다.
부칙(헤이세이 28년 5월 27일

附

법률 제 51 호) 초

法律第五一号） 抄

(시행 기일)

（施行期日）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

第一条

부터

6개월을

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三条及び

한다. 단, 부칙 제 3 조 및 제

第四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

4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行する。

시행한다.(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う経過措置）

기산하여

1년

則

（平成二八年五月二七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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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
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
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시 실제
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의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는 「새로운 행정 기관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
2조 제1항 에서 규정 하는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 조 제6
항에서 규정하는 개인 정보 파일
이며, 신 행정 기관 개인 정보 보
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
정하는 기록 정보에 신 행정 기
관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4
항에서 규정 하는 요 배려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의
신 행정 기관 개인 정보 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항 중 「보유하고자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와 「사전에」라고 하는 것은
「행정 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
력 있는 경제 사회 및 풍부한 국
민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
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
률(헤이세이 28년 법률 제51 호)
의 시행 후 지체 없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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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
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行政
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
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
「新行政機関個人情報保護法」とい
う。）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行
政機関が保有している同条第六項
に規定する個人情報ファイルで
あって、新行政機関個人情報保護
法第十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
記録情報に新行政機関個人情報保
護法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要配
慮個人情報を含むものについての
新行政機関個人情報保護法第十条
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
項中「保有しようとする」とあるの
は「保有している」と、「あらかじめ」
とあるのは「行政機関等の保有す
る個人情報の適正かつ効果的な活
用による新たな産業の創出並びに
活力ある経済社会及び豊かな国民
生活の実現に資するための関係法
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
八年法律第五十一号）の施行後遅
滞なく」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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