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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밀항자 상세사항은 협약

1. 개요 및 연구목적
조약의 본문과 부속서에 대한 개정절차 규정은 있으나,

본문의 추천관행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양

조약의 부록을 개정할 때에 적용절차규정이 없을 때에 어

식을 제시한 것이므로 당사국의 추천관행의 상세사항에 해

떠한 개정절차를 적용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2017년 4월

당하며, FAL 협약의 불가분한 일부가 아니라고 볼 적극적

에 개최된 IMO의 제104차 법률위원회에서 제기된 해상교

인 사유가 없다.

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이하 FAL 협약) 부록에

3. 결 론

대한 개정절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FAL 협약에서 도입하

FAL 협약 부록의 개정절차의 문제는 관련 규정 자체가

고 있는 묵시적 수락 방식의 조약 개정절차를 살펴보고, 협

존재하지 않는 법적 흠결인 상태이므로 기존의 개정절차를

약 부록의 구체적 법적 지위 및 성격을 분석한 뒤 개정절차

준용하여 조약의 본문 및 부속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로서 2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묵시적 수락 개정절차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개
정방식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FAL 협약의 부

2. 연구내용

록이 부속서와 마찬가지로 표준과 추천관행을 다루고 있다

조약의 부록은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

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성격이 부속서와 다를 바 없

성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당사국들의 특별한 의도가 있

으므로 부속서에 대한 조약개정절차를 그대로 규정하는 방

다면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화학무기협정

고 볼 것이다. FAL 협약 3개 부록 중에서 부록 1과 2의 경

과 같이 타 협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원화 방식, 즉 기술

우에는 당사국의 의무제출문서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므

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부록 개정의 경우와 실질적 권리의

로, 따라서 이 부분은 당사국 의무사항의 하나로서 협약의

무의 변동, 법률관계의 변동을 불러오는 규정의 개정을 구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분하여 개정절차를 각각 다르게 방식의 개정 절차가 국가

된다. FAL 협약 부록 3은 추천 관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IMO 제정협약의 묵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기에 논란이 있다. 전술

시적 개정 절차의 도입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FAL 협약

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약의 부속서와 부록과 같은 첨

을 비롯한 IMO 제정협약에서의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

부 문서는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며, 예외적으로

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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