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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universal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piracy which is stipulated vividly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iversal jurisdiction of piracy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s recognized as a fugitive norm rather than
compulsory norm like those of serious crimes, war crimes, crimes of
humanity, and so on. In particular, most of pirates arrested of late in the
area of Somalia were released over 90% without any imprisonment or
any prosecution by patrolling and capturing states. There are neither
compulsory obligation to punish the perpetrators to states patrolling the
seas, nor sufficient capacity for them to depress the activities of piracy.
For these reasons UN Security Council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piracy in respect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refore it produced
several resolutions to waive the coastal jurisdiction of Somalia in the
territorial seas for some periods and requested to establish a court to
prosecute mainly somali pirates. In this wake, UN urged stat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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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ize the pirac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s and penalize them in
their jurisdictions. In Korea, we are conducting a trial over 5 piracy
offenders of “The Samho Jewelry” in the Gulf of Aden. We need to make
up our system of piracy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nulla poena sine lege”) when we intend to exercise the universal
jurisdic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piracy regulations.
Key Words : piracy, universal jurisdiction, aut dedre aut judicare, nulla
poena sine lege, international court, prosecu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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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초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행
위가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해적 방지 및
처벌에 대한 논의가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거 말라카 해협을 주변으로 해적의 공격이 발생하였
을 때에도 세계 어떤 국가도 해적 방지를 위하여 군함을 파견하거나
해적처벌을 위한 협정을 맺지는 않았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해적 소탕을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한 사례도 없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해적문제에 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적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법상 개념인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새로운 주
목을 받고 있다. 17세기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개념화가 이루어진 보
편적 관할권은 1958년 공해협약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명문
화되었다.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서 보편적 관할권
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해적행위가 전쟁범죄, 고문, 집단학살 등과
함께 현대 보편적 관할권의 대표적 국제범죄이며, 국제법적으로 가장
먼저 국제범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말리아 주변수역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에 대해 보편적 관
할권을 가진 ‘모든 국가(every state)’가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
는데다 해적을 잡았다 할지라도 적절한 소추 및 처벌을 회피하면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해적행위
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국가는 없으나 그 적
용과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국가가 드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
국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고
는 있지만 실제 적용과 집행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담보하는 것은 쉽
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성격은 각 국가의 재
량행위인가, 의무사항인가? 보편적 관할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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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왜 많은 국가들이 해적을 잡
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설령 해적을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소추하
거나 인도하지 않고 풀어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가? 보편적 관할권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본 논문의 연구논제로 설정하여 보편적 관할권의
성립배경, 개념을 알아보고,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조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제문제로 부상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 그 집행의 한계를 고찰
하였다. 이어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력을 제
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이 이미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차원에서 해적의 보편
적 관할권을 다시 되짚어 보는 의도는 오늘날의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강력한 집행의지를 해적행위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함이다.
최근까지 해적에 대하여 연구된 논문은 많으나 해적의 보편적 관할
권 집행과 한계를 직접 다룬 논문은 찾기 어렵다. 대부분 해적 처벌에
관한 국내 형사법체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 측면에서 ‘국
제법상 보편적 관할권’(박영길, 2009)과 ‘국제법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에 관한 연구’(박찬운, 2007)에서 해적을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한 보
편적 관할권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보편
적 관할권을 다루는 차원에서 해적에 대해 일부 다루고 있을 뿐 해적
에 대한 실제적 단속과 처벌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논문은 국
제형사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인수․김재희, 2010), ‘국제법상 해적제도와 관련 국내입법의 검토’
(노영돈, 2009),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사법상 제 규정의 검토’(송
승은, 2008)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해적행위에 대한 국내처벌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제법적 논
의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해적에 관한 처벌의 문제점을 국제법적 시
각에서 검토하기보다는 국내 형법체계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존재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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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들이 처벌을 기피하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법적
노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10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된 연구과제로 ‘해적피해 방
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목진용, 2010)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법 정비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
편적 관할권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국내 해적정책에 대
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방안과 국내 형사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Ⅱ.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1.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1) 보편적 관할권의 성립 배경

해적행위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해적행위를 국제법상 금지
행위로 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 근대 국제법시대로 넘어와서부
터이다.1) 해양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로티우스(H. Grotius)는 “해적과
강도에 대한 처벌을 자연법 또는 국제법(law of nature or of nations)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 그로티우스는 해적행위를 ‘인류 공동의 적
(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하여 모든 국가들이 관할권을 행사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2) 이러한 인식은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
적 관할권이 인정되면서 20세기 전부터 영미법계의 판례를 통해 국제
법에 반하는 범죄로 인정되었다. 즉 공해 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기국주의의 예외로서 모든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이후 관할권에 관한 중요한 국제판례로 인정
1) Anthony Sammons, “The Under-theoriza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Implications for Legitimacy on Trials of war criminals by national court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2003), pp. 125～126.
2) H.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Vol.Ⅱ(Book II translated by
F. W. Kelsey,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25),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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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Lotus Case(프랑스 vs. 터키)’3)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사
건에서 무어(John B. Moore) 재판관은 관할권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해적은 국제법에 따라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하였다.4)
이후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는 모든 국가들이 공해 상에서 발
생하는 해적행위를 억제하고 처리하기 위한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다
는 국제관습법적 발전 경향을 보여준다. 해양법체계에서 해적행위에
관한 보편적 관할권이 성문화된 것은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
약’(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of 1958, 이하 ‘1958년 공해
협약’)이다. 이 협정은 다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이하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어져 해적에 관한 보편적 관할권이 정착되었다.
2)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

해적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관할권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란 “국가주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 요소로서 한 국가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물
건, 사건 등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5) 또는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 범위의 사람, 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
용하고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6)으로 이해되고 있다.7)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은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해 국가관할권 적용을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3) PCIJ Series A, No.10, 1927
4) PCIJ Series A, No.10, 1927, para. 250,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Part Ⅳ Draft Convention on Piracy”, 26 AJIL(1932), Supp., p. 759.
5) 이병조ㆍ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판(일조각, 2003), p. 181.
6) 山本草二, ｢國際法｣ 新版 (有斐閣, 1994), p. 231.
7) R. Higgins는 국제법상 관할권의 문제는 권한 분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
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 Higgins, Problems and Process: International Law
and How We Use It (OUP, 1994),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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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관할권을 가리킨다.8) 17세기 이후 국제사
회는 국가관할권 밖의 수역에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한 해적들
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여 어떤 국가도 국제사회의 반대 없이
재판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9) 따라서 보편적 관할권은 주권존
중의 원칙을 근간으로 국가관할권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법에서 일반
적인 관할권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10)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보편적 관할권
에 대한 통일적 개념과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편적 관할권
의 이행 실천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2000년에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관할권 원칙하에서 국가는 어떤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 소재지와 범죄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거
나 기소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범죄 혐의자가 해당 국가에 존재
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2.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법
1) 국제관습법

해적행위와 노예무역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은 과거부터 인정되었
으나 이들 외에 오늘날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되는 국제범죄
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규
8) 박찬운, ｢국제법에서의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 논문),
2007, pp. 27～30.
9) 박찬운, op. cit., p. 55.
10) 근대 국제법 관할권의 기초원칙은 통상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속인주
의(nationality principle) 및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로 구분할 수 있다.
속지주의는 범죄 또는 위법행위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실행자의 국
적과 관계없이 행위지의 법령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국가관할권 적용의 기본
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속인주의는 범죄 또는 위법행위 여하를 불문하고
실행자의 국적 또는 내국민성을 기준으로 국내법과 관할권의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다. 보호주의는 국제법상 범죄의 행위지 또는 범죄자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
고 행위지가 국외라 할지라도 국내의 안전,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
하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1)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2000년 런던회의 최종보고서, Final report o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n Respect of Gross Human Rights
Offences, 200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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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제노사이드협약’)과 1949년 전쟁범죄자 처벌
을 위한 제네바협약을 포함하여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에 관
한 헤이그협약,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
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뉘른베르그와 동경 국제군사재판
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인
권유린 사태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3년 구유고전범재판소와 1994년 르
완다전범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다.
많은 조약들이 중요한 국제범죄에 대해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
고 있으나 모든 범죄가 국제관습법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으로 분류되
지는 않는다.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립된 국제적 규범은 없다. 일반적으로 해적행위,
노예매매,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고문 등에 대해 국
제관습법 상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12)
2) 국제조약
(1) 유엔해양법협약

해적행위의 정의는 1958년 공해협약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00조부터 제107조에서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
다.13) 제101조 해적의 정의를 보면 i)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
무원이나 승객이 사적인 목적으로, (a) 공해 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

12) 박찬운, supra note 5, pp. 55～56. 미국의 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제2차,
1965년)는 해적행위만을 보편적 관할권 대상 범죄로 분류하였다가 제3차(1986년)
에서 노예매매, 항공기납치, 집단살해, 전쟁범죄, 테러행위 등을 보편적 관할권
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13) 유엔해양법협약 제100조부터 제107조까지 그 내용을 계승하고 있으며, 유엔해양
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00조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제102조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
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행위, 제103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정
의, 제104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국적 보유 또는 상실, 제105조 해적선․해적
항공기의 나포, 제106조 충분한 근거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제107조 해적행위
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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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b) 어느 국가의 관
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항공기,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 ii)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에 해당하게 되는 활동을 한다는 사
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행위, iii) 위
와 같은 행위들을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가 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해 상 국제범죄로는 노예수
송(제109조), 해적행위(제100조～제107조), 마약거래(제108조) 등이
있지만 보편적 관할권 행사는 노예수송과 해적행위에 대해서만 인정
하고 있다. 마약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에게 마약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110조의 임검권 행사의 대상에
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재산을
압수한 국가의 법원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형사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제105조). 다만 이러한 관할권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may’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만약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를 기소하여 처벌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2) SUA협약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해 상 해적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최근
에 벌어지고 있는 해상범죄는 해적 이외에도 해상테러와 연안국 관할
권 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 at sea 또는
armed robbery against ships) 등이 있다.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의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상범죄는 선박
이 정박지와 항만에서 정박 또는 항해 중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1989년～1993년에 보고된 해적행위의 61.8%는 연안국
14) http://www.icc-ccs.org/piracy-reporting-centre, 2011년 3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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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내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적
행위로 분류되기 어렵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적행위의 목적은 ‘사적
목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이
협약상 해적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나 1985년 발생한 아킬레
라우로(Achille Lauro)호 피랍 사건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의하고 있
는 해적의 범위에 대해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
를 가진 범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5년 12월 9일 유엔총회는 국제테러행위를 비
난하면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로 하여금 해상테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결의
(A/RES/40/61)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IMO는 1988년 ‘해상항
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이하 SUA협약)’ 및 협약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05년에 개정된 이 협약은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고 그 범죄자들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효
과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적 및 해상무장강
도로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3조에서는
해상불법행위에 대해 그 목적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구별하지 않
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로 보고 있다. 또
한 제4조에서는 범죄인의 처벌에 대해 ‘국가관할수역 내외’를 구분하
지 않고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내수, 영해, 군도수역,
국제해협, 배타적경제수역(EEZ), 공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SUA협약의 중요성은 범죄인의 사법적 처리와 관련하여
‘인도 또는 소추(aut dedre aut judicare)’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 협약상 모든 당사국들은 해당 범죄인은 현존하는 범죄인인
도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대상 범죄로 보고 인도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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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집행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
1.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
1) 소말리아 해적 현황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해적피해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 대비 2009년에 95%, 2010년에 103% 증가하였다. 2010
년 발생 해적사건 489건 중 265건(약 54.2%)과 전 세계 선박피랍 66건
중 62건(약 93.9%)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였다(<표-1> 참
조). 이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2008∼2010년)도 피랍 5척(국
적선 1척/외국적선 4척), 총기피격 7척으로 집계되었다.
<표-1>

2008년∼2010년 세계 해적피해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해적피해
(선박피랍)

293건
(49척)

406건
(49척)

489건
(66척)

소말리아
(선박피랍)

111건
(42척)

217건
(47척)

265건
(62척)

소말리아 해적은 과거와는 뚜렷하게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범위가 갈수록 광역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랍
어선을 모선으로 이용하여 활동함에 따라 아라비아해와 인도양 전역
까지 해적 위험해역으로 포함되었다. 실제로 2010년 4월 4일 삼호드림
호가 소말리아 1,000마일 해상에서 피랍되었고, 같은 해 12월 5일에는
15) SUA협약 제6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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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an Moni호가 소말리아 1,864마일 해상에서 피랍되었다(<그림-1>
참조). 또한 소말리아 해적활동이 투자자, 납치조, 협상팀으로 조직화
ㆍ지능화되고, 유조선 등 고가 대량화물 적재선박을 납치함으로써 석
방금이 점차 고액화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07년에 40만 달러 내
외에 이르던 석방금이 2009년 400만달러로 오른 데 이어 2010년에는
700만∼900만 달러로 수직상승하는 등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다.
<그림-1>

소말리아 해적 최근 활동범위 확대(2010년～2011년)

삼호주얼리
('11.1.15.)

Jahan Moni호
('10.12.5.)

삼호드림
('10.4.4.)

자료 : 국토해양부,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2011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핵심쟁점은 보편
적 관할권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해적행위를 억제하
는가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소말리아 해적
을 잡아도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주는 경우가 90%를 넘기 때문이
다.16)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동안 발생한 해적행위에 대해 보
16) Eugene Kontorovich and Steven Art, “An Empirical Examina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 Piracy”, AJIL, Vol. 104, 2010,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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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관할권이 행사된 사례는 1.5%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7) 이
기간 동안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해적사건으로 보고된 1,158
건 중 단지 17건만이 처벌되었다.18) 이러한 통계는 IMB에 보고된 수
치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고되지 않은 해적사고를 고려한
다면 보편적 관할권 행사율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2>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해적 기소율
1998～2009년

1998～2007년

2008～2009년

기소

17

4

13

해적사건

1,158

754

404

기소율

1.47%

0.53%

3.22%

자료 : Eugene Kontorovich and Steven Art, “An Empirical Examina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 Piracy”, AJIL, Vol. 104, 2010

2)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 군함들의 소말리아 해역
에 대한 파병이 이어졌다. 2010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19개국에
서 총 36척의 군함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었다(<표-3> 참조). 한
국은 2009년 3월 해군 내 ‘청해부대’를 설치하고 현지로 파병하였다.
한국의 해군 파병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1월 23일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다.

17) Ibid.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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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소말리아 해역 함정파견 현황

함정파견국

척수

중 국

3

러시아

3

일 본

2

인 도

1

태 국

1

말레이시아

1

연합해군사 함정

8

영국

1

미국

2

네덜란드

1

덴마크

1

독일

2

프랑스

2

NATO

EU 연합

CTF-151

합계

스페인

2

네덜란드

1

그리스

1

이탈리아

1

미국

2

영국

1

한국

1

19개국

36척

주요 임무

․아덴만 통항 자국선박 호송

․대해적 작전
- 홍해, 아랍해, 인도양 해역 및 케냐/탄
자니아 동안 등
- 남위 11도, 동경 68도까지

․아덴만 통항 자국선박 호송
․대해적 작전(3일/월)

자료 : 국토해양부,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2011

이러한 군함의 소말리아 파병 근거가 된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라고
할 수 있다.19) 2008년 6월 2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제1816호는 소말
리아 주변수역의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기구 및 국가들에게
소말리아 영해에 대한 진입을 최초로 허용하였다. 같은 해 10월 7일 채택
된 결의 제1838호20)는 소말리아 해적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군함정
19) 노영돈, “국제법상 해적제도와 관련 국내입법의 검토”, ｢성균관법학｣(제21권 제
3호), 2009, pp. 1～2.
20) UN, S/RES/1838(2008).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 115

과 군항공기를 소말리아 외곽 공해에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8년 12월 2일 채택된 결의 제1846호는 향후 12개월간 소말리아
연안 외곽에서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영
해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21) 모든 국가에게 공해 상 해적행위에
대해 인정되었던 임검권과 추적권, 해적 또는 해상무장강도를 체포할
권리 등을 인정하였다. 유엔안보리는 또 12월 16일 결의안 제1851호
를 통해 소말리아 영해에서 체포된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를 처벌함에
있어 소말리아 관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말리아 과도
연방정부(TFG)의 사전동의하에 제3국 관할권 행사를 허용하였다.22)
이어서 2009년 11월 30일에는 결의 제1897호를 통해 결의 제1846호
와 제1851호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적진압조치 기간을 12개월 추가하
였다.23)

2. 보편적 관할권 집행의 한계
1) 해적 단속 및 처벌의 임의규정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 범죄행위지국은 자국법에 의해 범인
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국제범죄의 불기소 및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인도 또는 소추’하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중요한 국제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일반화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보
편적 관할권의 법적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편적 관할권이 임
의적 성격에 의한 관련 국가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적 성격에
의한 의무사항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 보편적 관할권을 일반적으
로 인정하고 있는 조약에서는 ‘인도 또는 소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1958년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
협약은 해적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may’라고 규정하여 임의적인 국가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21) UN, S/RES/1846(2008). para. 10.
22) UN, S/RES/1851(2008).
23) UN, S/RES/189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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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모든(every) 국가로 하여금 해적행위에
대하여 나포ㆍ체포ㆍ압수와 같은 사법적 집행을 할 수 있다(may)고
규정하고 있다.24) 이와 같이 해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해적 단속 국
가의 재량행위에 위임함으로써 보편적 관할권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25) 해적 단속 및 처벌 규정의 임의성은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단
계에서 보편적 관할권이 있는 ‘모든’ 국가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야
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자발적으로 해적 단속의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비용부담은 회피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의한 해적 단속의 이익만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e)의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2) 단속과 처벌의 높은 비용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들어가는 직접적ˑ간접적 비용과
거래비용이 막대한 것도 보편적 관할권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 장애
물로 작용한다.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비
롯한 미국, 영국 등 각 국가들은 원거리 작전을 위해 대형함선을 파견
하고 고가의 탐지기기와 항공기를 탑재해야 하고 대해적 작전을 위하
여 훈련된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고액의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26)
설사 해적행위를 성공적으로 단속하여 해적을 체포하였다고 하더
24) Article 105 <Seizure of a pirate ship or aircraft> On the high seas, or in
any other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every State may seize
a pirate ship or aircraft, or a ship or aircraft taken by piracy and under the
control of pirates, and arrest the persons and seize the property on board. The
courts of the State which carried out the seizure may decide upon the
penalties to be imposed, and may also determine the action to be taken with
regard to the ships, aircraft or property,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acting in good faith.
25) Roger O’Keefe, “Universal Jurisdiction: Clarifying the Basic Concept,”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2 (2004), p. 740.
26) 해적에게 제공하는 인질석방대가(이른바 ‘몸값’)가 이러한 군사작전의 제반 비
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는 분명
불합리해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경우에 해적들
이 몸값만 받고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하기보
다는 간단히 몸값을 지불해 버리려는 경향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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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결코 쉽지 않다.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이송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해적을 구금ㆍ호송
해야 함은 물론 증인도 출석시켜야 하고 통역전문가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적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체포한 해적
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좌절될 수도 있다.
자크 랑(Jack Lang) 유엔 해적문제 특별자문관은 보고서를 통해 체
포된 해적 10명 중 9명은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27)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월까지 해적행위를 처벌한 국가는 총 10개
국이다. 단독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국가는 케냐로 123건을 기소
하였고, 소말리아랜드, 푼트란드 등 소말리아 자치정부에서 총 308건
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해적범죄를 더욱 조장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이 해적을 풀어주는 행위는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
권 행사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인도 또는 소추’원칙에서 볼 때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제도보완이 필요
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3) 국내법과의 부조화

국내법이 보편적 관할권을 집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해적을 소추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형사법에 해적행위의 구체
적인 범죄구성 요건과 형벌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자국의 법정에서 해적들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 해당 범죄는 국내형사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처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 형사법에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기본원칙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다. 해적행위를 포함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범죄를 국내법으로 기소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가
27) 조선일보, 2011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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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고 본다.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집행은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원칙에 따르게 될 것이다.28) 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적용 문제는 ILA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2000
년 ILA 런던회의에서 채택된 ‘보편적 관할권의 이행실천을 위한 최종
보고서’에서 “보편적 관할권은 적절한 국내법 없이는 실제 행사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형법체제에서 보편적 관할권(세계주
의)을 근거로 구체적인 국내 입법조치 없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29)

3.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력 제고방안
1) 해적 단속 및 처벌규정의 강제성 강화

과거 각국의 재량에 의한 관할권 원칙이었던 보편적 관할권이 최근
들어 관련 조약에 ‘인도 또는 소추’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편
적 관할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의 국제범죄를 다루는 조약들은 이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보편적 관
할권에 대해서 단순히 국가의 재량사항에 의한 권리(authority)를 의
미하지 않고 의무(duty)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범죄
가 발생할 경우 범죄행위지국은 ‘소추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인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근간에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28) 미국의 연방헌법은 제1조 제8항에서 “의회는 공해 상에서 행해진 해적행위와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범죄(offences against the Law of Nations)를 정의
하고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가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정의하고 처벌할 입법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범죄의 국내 처벌
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관습법상의 범죄에 대해 국내의 입법수용 절차 없
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관계법
인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국제법은 미국의 법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범죄와 형
벌을 정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국제범죄를 범한 사람이 연방법원에서 처벌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박영길(2009)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 우리국가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할지
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세계주의(보편주의)의 원칙 때문이라고 지
적하면서 ‘세계주의(보편주의)’에 의한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내입법 행위가 불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찬운(2007)은 국제관습법상의 국제범죄는
그 구성요건이나 형벌이 분명히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법원이
국제범죄를 바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 119

비엔나협약’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
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등의 개념을 통해서 보편적 관할권의
강제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
한 처벌의 임의적 규정은 강제적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해
적행위와 노예행위에 대해 인정되어 오던 보편적 관할권이 보다 적극
적인 행사의무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적 성격의 보편적 관
할권이 갈수록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의무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와도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동향에서 볼 때 실
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SUA협약은
해적범죄에 대하여 ‘인도 또는 소추’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법처리를 위한 재판소의 설치

해적 단속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해적사건을 처리할 재판소의 설립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2010년 4월 24일 유엔안보리 결의 제1918호를
채택하여 해적범죄 처벌에 관한 국내 입법 호소와 함께 해적처벌을 위
한 재판소 설립을 촉구하였다. 러시아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최근의
해적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해적
범죄를 국내입법을 통해 범죄화하고(criminalize) 해적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처벌 방법으로 국제적 요소를 가미한 국내특별법원을 구성
하든지 아니면 지역법원 또는 국제법원을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적인 제도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유엔사무국은 2010년 7월 26일 해적피의자들의
처벌 및 구금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의 방안은 ⅰ) 소말리아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구금ㆍ기소하는 역내 국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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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 ⅱ) 유엔참여 또는 불참 하에 역내 제3국에 소말리아 법원
설립, ⅲ) 유엔불참 하에 역내 단일 또는 복수 국가의 국가관할권 내
특별법원 설립, ⅳ) 유엔참여 하에 역내 단일 또는 복수 국가의 국가관
할권 내 특별법원 설립, ⅴ) 유엔참여 하에 역내 국가들 간 다자협정을
통해 지역법원 설립, ⅵ) 역내 특정국가와 유엔 간 양자협정 하에 국제
법원 설립, ⅶ) 유엔 제7장의 안보리 결의에 의한 국제법원 설립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재판소 설립이 검토되는 것은 국가별
사법체계의 차이와 적법절차의 문제,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제재판소의 설립도 구금시설
의 설치, 재판관 등 숙련된 인원의 확보, 해적사건에 대한 통일된 규정
등 비용과 제도 측면에서 난관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할권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적을 체포한
국가가 체포 장소의 인근에 있는 국가에 해적을 인도하고 재판을 받
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제도적, 비
용적 측면에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지만 제3국이 해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합법성 논란이 제
기될 수 있다.
3) 국내법 정비

보편적 관할권은 국내법 없이는 실제로 집행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국의 자국법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보편적 관할
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적 내용을 입법화하여(죄형법정주의) 보
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 국가들은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국내법을 운용하
고 있어 어느 정도 통일된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법 제81장에서 11개 조문(제1651조～제1661조)에 걸쳐
해적행위 및 그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해
에서 발생한 해적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어(제1651조)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사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조건으로 범죄자가 미국에 현존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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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하고 있다. 해적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이 무조건적으로 행
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법관할권 내에 존재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적으로 인정된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있어 관할권 경합이 없다 할지라도 최근
ILA 보고서에서도 인정된 최소한의 범죄혐의자 존재라는 요건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해적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이 단독 입법되어 있는 국가이
다. 2009년 7월 24일부터 ‘해적행위 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
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해적행위의 처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법은 해적행위의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도 불구하고 해적에 대한 안정적인 기소 및 처벌을 위하여 죄형법정주
의 원칙에 따라 해적행위를 국내법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은 해적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해상강도’에 관한 규정을 해
적에 대해 확대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340조에서는
해상강도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해상에서’라고만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를 포함하여 공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형법 제340조는 강도행위의 범위에 최근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해적행위 관련 재정문제 및 해적 모의에
관한 사항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 한국
에서 해적에 관한 처벌사례는 없고, 해상강도와 관련된 사례만 극소
수 존재한다. 현행의 해상강도죄 규정만으로는 국제법 상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내법이 이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해적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과 형
량 등을 구성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도록 국내입법의 개선
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보편적 관할권은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해 관할권의 적용과 집행을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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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국제법적 개념이다.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적으
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왔고, 유엔해양법협약, SUA협약 등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말리아 해적의 등장 이후라
고 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갈수록 광역화, 조직화,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부터 연속된 결의문으로 다국적 국가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 선박 및 아덴
만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해적문제에 관한 한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소말리아 해적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에 대
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하
여 국제법적 핵심 쟁점은 보편적 관할권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해적행위를 억제하는가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
들이 소말리아 해적을 잡아도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주는 경우가
90%를 넘고 있는데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된 사례
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 단계에 초점을 맞
추고, 그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적문제에 대한 보
편적 관할권 집행의 한계로는 i) 해적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유엔해양
법협약의 임의규정, ii)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높은 비
용문제, iii) 각국 국내법의 보편적 미수용 등을 제시하였다. 소말리아
해적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력을 제고
하는 방안으로는 i) 해적 단속 및 처벌규정의 강제성 강화, ii) 체포된
해적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재판소의 설치, iii)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
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국 국내법의 정비 등을 제기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비롯하여 해적행위에 대하여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 123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해적행위는 줄
어들지 않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2010년 해적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들
도 해적을 생포하여 직접 기소하고 처벌하였고, 한국도 2011년 1월 삼
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 중 생포된 5인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형
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날 중요한 국제범죄로서 세계의 평화에 도전하고 있는 해적행
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국제협약 측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하여 임의적 성격을 넘어 강제적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
록 관할권의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적행위를 국제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안
보리 결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듯이 모든 국가들이 해적행위를 범죄화
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외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상품, 자원, 에
너지를 포함한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
서 국제적으로 안전한 해상수송로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치명적 피
해가 올 수 있다. 따라서 해적문제는 국제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
국민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편적 관할권의 집행력을 제고하는 국
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해적문제에
대응할 법적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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