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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벽이 균열하는 현장에 우리는 서 있다. 이천 년 가까이 세계를 양분해 온 인(人)과 물(物) 사이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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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이다. 인은 세계의 법적인 지배자이다. 정확히는 ‘인을 제외한’ 세계를 지배한다. 인은 자유롭고

―

―

평등해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을 제외한 세계가 물 옷과 밥과 집 이다. 로마의 법학자
가이우스(Gaius)는 『법학제요』(Institutiones)에서 쓴다. ‘우리가 따르는 모든 법은 인, 물, 소권(訴權) 중
어느 하나에 관계한다(omne autem ius, quo utimur, vel ad personas pertinet vel ad res vel ad actiones).’
소송의 근거가 되는 권리인 소권은, 권리의 주체인 인과 권리의 객체인 물 사이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법의
무대에서 유이한 배역은 인과 물이다. 이 체계는 후대에 각국에서 사법(私法)의 내용을 구조화하려는 모든
시도의 뿌리가 되었다1).
우리 민법의 구조 역시 유서 깊은 인/물 이분법을 따른다.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 3장에서 권리 주체로
서의 자연인과 법인2)을 각각 규정하고, 뒤이어 제4장에서 권리 객체로서의 물건을 규정하면서 인과 대비
시킨다. 권리 객체와 물건이 동의어는 아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고, 이 이익
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 권리의 객체이다3). 권리의 유형마다 객체가 다르다. 물권의 객체가 물건
이다4).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형성권에서는 법률관계가, 항변권에서는 청구권이 객체가 된
다5). 하지만 민법에 권리 객체 일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것은 물건뿐이다. 물건은
물권이라는 직접적·배타적 지배권의 객체이고, 소유물의 불가침성을 내세우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인이 지배하고 물건이 지배당한다면, 다시 말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 지위인 ‘인격’을
인만이 가진다면, 인과 물건이 민법의 무대에 당당히 오른 두 배역이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위치를 점할

선언한다. ‘법
전체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hominum causa omne ius constitutum sit).’ 법적 세계의 중심에는 주체
인 인이 있다. 물은 중심과의 관계에서 늘 대상으로 존재했을 뿐이다. 인은 물을 자기로부터 준별하고 주변
화함으로써 인간성을 향유해 왔다.
인이 물 앞에 그은 공고했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이우스 이래 인과 물의 정의에 관해서는 계속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이분법 자체는 의문시되지 않았고, 한스 켈젠(Hans Kelsen)과 장 다빈
(Jean Dabin)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민법학자들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난 듯 보였다 . 하지만 최근의 사회
적·기술적 변동은 인/물 이분법을 시험대에 올리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권 개념의 부상으
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 올 9월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7 . 개정이 성사되면, 본래 물건이던 동물은 인도 물건도 아닌 제3의 지
리는 없다. 이 불평등도 로마법의 내장품이었다. 로마의 법서 『학설휘찬』(Pandectae)은

6)

)

Reinhard Zimmermann, The Law of Obligations: Roman Foundations of the Civilian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25.
2) 본고는 법인은 제외하고 신체를 가진 인간인 자연인을 중심으로 논한다.
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Ⅰ)』 제9판, 서울: 박영사, 2013, p. 219.
4)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것에도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민법 제345조), 유가증권에 유치권이 성립하며(제320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제371조).
5) 김민중, 『민법총칙』, 서울: 법영사, 2014, p. 229.
6) John R. Trahan, “The distinction between persons & things: An historical perspective”, J ournal of Civil Law
Studies 1(1), 2008, p. 19.
7) 박솔잎,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 초읽기」, 『법률신문』, 2021. 9. 2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206 (2021. 10. 24 접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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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다. 민법의 세계에 새로운 영토가 창설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종에 관한 사유를 떠나, 오직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때도 포착되는, 이분법
적 국경을 천공(穿孔)하는 무엇이 있다. 구멍을 뚫는 것은 두 개의, 한곳에서 만나는 주먹질이다. 우리, 인
격의 영역에서는 잘린 손이 안쪽 벽을 쳐 낸다. 우리 외부, 물건의 영역에서는 의수가 바깥쪽 벽을 쳐 온다.
잘린 손과 의수, 즉 인체 유래물8 과 보철물(prosthesis)은 인이나 물 중 어느 하나로도 명확히 정의되기를
거부하면서 인/물 이분법을 혼란하게 한다. 유래물은 인격성을 품고 태어나 몸과 분리되면서 물의 영역을
침범한다. 잘린 손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인가, 물건인가? 보철물은 물건성을 가지고 태어나 몸에 장착되면
서 인의 영역을 침습한다. 의수는 엄연히 물건인가, 우리의 일부인가? 두 개의 주먹질은 반대 방향이지만,
마주보는 방향이다.
인체 유래물 또는 보철물이 그 법적 지위상 어떤 난점을 지니는지를 두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된
논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마치 유래물과 보철물이 별개의 문제인 양, 각 연구가 유래물의 지위만을 문제
삼거나, 보철물의 지위만을 문제 삼는다. 그 비중도 전자가 대다수, 후자가 극소수9 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인/물 이분법의 균열을, 법리 혼돈이라는 진앙뿐 아니라 그 심부의 진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래물과 보철물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유래물과 보철물은 현대 생명 공학이 현실화한 유
례 없는 신체 개입의 기조 속에서 힘을 합쳐 전통적인 신체관인 ‘유기적이고 완전한 신체’를 비웃는 도발자
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소적인 법리를 구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많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익이 분명한 작업이지만, 법리들이 가장 근저에서 의존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얽힌 법외적
(extralegal) 요소들을 표면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순수한 법학 논문이 아닐 것이며, 전술한 근저의 기준을 ‘자연/인공 기준’과 ‘결
합/분리 기준’으로 이름하고,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을 함께 살필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 전통적인 인격과
물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가 유래물과 보철물에 관한 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제3장
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유를 등에 업고 기존의 신체관을 흔드는 유래물과 보철물의 현주소를 확인한다.
유래물과 보철물이 제기하는 난맥 속에서 인/물 이분법을 지키고자 법이 이들의 인격성 또는 물건성을
판단하는 기준 둘을 제4, 5장에서 검토한다. 이때 각 기준의 내용과 그에 기초한 국내외 판례를 소개하고,
위를

)

)

기준의 한계를, 전제상의 한계와 유래물과 보철물에 적용할 때의 한계로 해부한다. 이 한계로 인해 인/물

야 함을 제언하며 제6장을 맺는다.

이분법은 고수되기 어려우며 결국 수정되어

8) 인체 유래물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유지홍,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 56(2), 2015, pp. 119-120 참조. 본고에
서 인체 유래물은 살아 있는 인체에서 유래되는 장기, 조직, 세포, 유전 물질 등을 폭넓게 포함하기로 하되, 배아
는 논외로 한다. 배아를 논하는 경우 생명의 시기(始期)와 의식의 출현에 관한 종교적·철학적 논쟁이 뒤섞이면서
초점에서 멀어진다. 탄생의 문제에 파묻힘이 인체에 관한 법적 지위를 따지는 데 최악이라는 지적은 Jean-Pierre
Baud, 『도둑맞은 손』, 김현경 역, 서울: 이음, 2019, p. 49 참조.
9) 해당하는 문헌으로 심지원, 「의족을 훔치는 행위는 상해죄인가 절도죄인가: 보형물을 신체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과학철학』 18(3), 2015, pp. 177-195; 김서기, 「의족(義足)의 신체 구성요소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분석」, 『동북아법연구』 9(3), 2016, pp. 619-642. 법학적 검토는 아니지만
형이상학적·기술철학적 검토로는 고인석, 「나의 물리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범한철학』 82, 2016, pp.
3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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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 인/물 이분법
2.1. 인격과 물건의 개념

본
렇
귀속되는지를 정식화하는 것이 민사법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민법은 제1조에서 법원(法源)을 밝히고 제2
조에서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를 선언한 후 곧이어 그 과제에 착수한다. 제3조에 의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사람은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가진다. 둘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므로 0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말해도 충분하다. 한 단어만 덧붙이면 사람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은 성, 연령, 계급, 사회적 신분, 출신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그래서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독점한다. 사람 아닌 것을 배제한, 사람끼리의 평등이다.
반려동물과 먹고 자는 가구가 600만인 시대 ,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찾아보기 쉽다. 이 논란은 사회적 논란이지, 법적 논란이 아니다. 개나 고양이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아 상속권을 귀속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
권리능력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니고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자격이 인격이다. 민법이 모
든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할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이 권리를 인격권으로 통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
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 사생활의 보호를 포함한다. 인격권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더 이상 이론이 없다 . 헌법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
권리능력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에는 인격권 외에 재산권도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의 향
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이 재산권의 일종이다. 재산권과 인격권은 권리라는 공통점을 빼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다고 여겨진다. 그만큼 물과 인은 판이한 권리 체계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가장 큰
차이는 일신전속성이다. 권리는 그 주체와의 긴밀한 정도에 따라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나뉜다. 인격
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 “인간의 고유한 가치 및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
적 이익” 의 향수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 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재산권은 양도성, 상속성이 있는 비전속권이다. 특히 물권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정의를 살필 때 비전속권임
사법관계는 기 적으로 권리·의무관계로 구성되는 법률관계이다. 그 다면 권리와 의무가 어느 주체에

1 )

11)

12)

13)

14)

15)

16)

이 확연히 드러난다.

0

능력은 없고 의무능력만 있으면 노예와 같을 것이며, 역이라면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현대인에게 권리능력
능력
김
00
애 「
8
키 」
0
h www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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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9908 0 0
김
헌 0 간 존엄
찾 견
0 7 생 밀
7
존
찾 견
련헌 판 례 욱 헌
제8판, 서울: 법학사, 2013, p. 298 참조.
15) 곽윤직·김재형, op. cit., p. 62.
16) 김민중, loc. cit.
1 ) 권리

은 동시에 의무
이다.
11) 민중, op. cit., p. 1 .
12) 주 진, 전국 63 만 가구 반려동물 운다 , 『동아일보』, 2 21. 4. 23.
ttps://
.don a.com/ne s/ ociet /article/all/2 21 422/1 654
/1 (2 21. 1 . 24 접속)
13) 민중, op. cit., p. 56.
14) 대한민국 법 제1 조(인 의
과 가치)에서 는 해와 제1 조, 제1 조(사 활의 비 과 자유), 제3 조 제1
항(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중)에서 는 해가 대립한다. 관
법재 소 결정 는 신동 ,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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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민법 제98조).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
하고, 감각될 수 있는 유형적 형태를 가지는 물질이다. 자연력은 전기, 열, 광, 음향, 향기, 에너지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없는 무체물이다 7 . 유체물이나 자연력이 물건이 되려면 세 요건을 만족해
야 함이 통설이다. 첫째, 인간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 불가한 유체물―해, 달, 별
―과, 관리 불가한 자연력―대기에 퍼져 있는 전파―은 물건이 아니다. 둘째, 외계의 일부여야 한다. 인격
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체와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셋째,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한다 8 . 논[田]의 유지·보호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둑은 그 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다 9 .
물건은 관리 가능하고, 우리의 일부도 아니고, 독립해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 지배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즉 물권은 인격권과는 대조적으로 특정 인에 전속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인이라도 특정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물건보다 우월한 인 일반의 위계가 두드러진다. 물건을 지배하
는 것은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가치는 물건을 용도에 따라 이
용하는 사용이나, 물건의 과실을 수취하는 수익으로 지배된다. 교환가치는 물건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
하는 법률적 처분이나, 물건을 변형·개조·파괴하는 사실적 처분으로 지배된다 0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
물건이란 유체물

1 )

1 )

1 )

2 )

두를 지배하는 것이 소유권이다(민법 제211조).

2.2. 유래물·보철물 규범의 공백

몸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자연학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상술한 법적 통설상으로는 그르다.
물건의 둘째 요건에 의해 소유권은 인체와 그 일부에 성립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일부’가 인
체에 평온히 통합되어 있지 않고, 인체로부터 떨어질 때나 인체에 새롭게 부착될 때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
하다. 생체로부터 분리된 치아, 모발, 혈액 등은 물건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
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은 물건이 아니고 인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인체의 일부는 인격
적 이익으로서 보호되므로, 재산적 이익을 전면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소유권은 자동 배제된다. 인격권과
소유권은 한 대상에 공존하지 못한다. 그 대상이 인인 동시에 물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학설이고 해석론에 불과하다. 민법 자체는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에 침묵한다. 근
본적으로 신체에 침묵한다. 신체에 소유권이 아닌 인격권이 적용된다는 법리도 법문에서 도출하기는 곤란
하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우면서 신체의 비재산성을 암시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인격권이 인정된다기보다, 인격
이 침해되는 경우를 위한 손해배상만이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침해되는
권리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 . 박은정은 신체에 관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도덕이 메워 왔다고 본다. 신체
를 둘러싼 권리 제한은 대개 도덕적 관심사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다 .
우리가 우리

21)

22)

23)

7 렇
8 곽윤 김
9
9
선
0 김
곽윤 김
「 體
학』 69, 2013, p. 334.

력
력
0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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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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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 다고 무체물이 반드시 자연 은 아니다. 권리는 무체물이지만 자연 이 아니다.
1 )
직· 재형, op. cit., pp. 22 222.
1 ) 대법원 1 64. 6. 23. 고 64다12
결.
2 ) 상찬, 『물권법』, 제주: 제주대학
부, 2 1 , p. 1 .
21)
직· 재형, op. cit., p. 221.
22) 성중모, 人 와 그 부분의 私法
: 대법원 2 .11.2 . 고 2 다2 6
결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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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겸하여」, 『고려법

별

죄

금 낫다. 신체의

형법24)은 신체와 물건에 대한 가해를 명확히 구 되는 범 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행위는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서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제366조)로서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인체 유래물이나 보철물을 해하
는 행위에 대해 말하는 바는 없다. 잘린 발을 차로 밟고 지나가면 상해인지 손괴인지, 의족을 부러뜨리면
상해인지 손괴인지 의문이 새어 나온다. 이를 따지는 것은 사변 놀이가 아니다. 상해와 손괴는 법정형의
차이가 크고, 상해가 과실범을 처벌하는(제266조) 반면 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래
물이나 보철물을 해할 때 이들을 신체로 볼 것인지 물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사상 초래되는 결과의
차이가 중대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정실한 보장이 달린 문제이다.
민사와 형사의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에서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허락될 뿐 둘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모호한 제3의 존재는 출연이
불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결과는 규범의 파편화이다. 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철
물은 별도로 취급하는 법률마저 없다. 인/물 이분법 아래 유래물과 보철물에 대한 명료한 법 규범의 부재
―또는 이분법을 간수하기 위해 그러한 규범 정립을 관성적으로 회피하는 것―는, 이들이 제기할 다기한
문제들에 단편적·결의론적(casuistic) 해결책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
법의 무대에 인과 물만이 오르기가

3. 새로운 기술과 사유
3.1. 신체관의 요동

몸은 당대의 물질적·기술적 요소와 상상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세계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 몸
이란 무엇인지,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는지, 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답은 시대가 토대한
기술과 사유에 달려 있다. 인체 유래물에 대한 민법학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구속된다. 통설이 분리
된 인체의 일부에 대체로 물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은, 종래에 유래물은 가발 제작, 의학 교육 등에
간단히 활용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 가령 인모가 인조모와 혼합해 가발을 엮는 데 쓰인다면, 폴리염
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과 모다크릴(modacryl) 섬유로 된 인조모를 물건으로 보는 정도로 인모를
물건이라고 치부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 게놈 전체가 해독되고 7 , 모근의 세포 하나에서 개인의
25)

26)

2 )

박

생

윤
울 여 교 출판 000, p. 412.
함께 논함은 무리 없다. 유래물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민법상 논의를 형법에도 대부분 전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최민영,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 『형사법연구』 31(2), 2019, p. 85 참조.
25) 고대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며 세계관과 신체관이 밀접히 연결되어 변해 온 과정에 관한 약술은 김남
옥·김문조, 「고도 기술시대의 몸(1): 기술융합의 신체적 파장」, 『사회사상과 문화』 28, 2013, p. 236 참조.
26) 유지홍, op. cit., p. 122.
27) 인간 게놈의 약 32억 개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2003년에 완료되었다. 올 4월에는 ‘한국
인’ 게놈 지도 완성이 선언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현주, 「한국인 만 명 게놈 프로젝트 완료, ‘맞춤형’ 신약
가능해진다」, 『바이오타임즈』, 2021. 4. 27. http://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2
(2021. 10. 24 접속) 참조.
23) 은정, 『 명 공학 시대의 법과 리』, 서 : 이화 자대학
부, 2
24) 형법상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의 지위도 민법상 지위와 통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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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이라면 인모는 인조모와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크다. 이에 법이 침묵

유전 정보가 완전히 분 되는 오

깰 때가 왔다.
이 시대의 몸은 자연적으로 소여된 덩어리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하는, 크리스 실링
(Chris Shilling)의 표현대로 “몸 프로젝트”가 되어 간다. 몸은 계획·변형·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로서 생성 과정에 있는 실체, 조형성을 지닌 실체, 가변적인 실체로 여겨진다. 이 시대는 생물학적 복제,
유전 공학, 성형 수술, 스포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이제 전례 없을 정도로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지만, 몸의 의미와 통제방식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근본적으로 의문시
되는 시대”이다 8 .
이 시대의 동태는 무엇이 새롭길래 기존의 신체관이 근본적으로 의문시된다고 하는가? 몸의 치밀한 통
제는 전근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일찍이 폭로한, 18세기 무렵 태동한 고
전적인 생체정치의 전략이다. 이는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연결” 짓고 “세밀하게 신체에
작용하면서, 미세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기계적인 수준―운동, 동작, 자세, 속도―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
보”해 신체의 순종(docilité)을 만들어 내는 전략이다 9 . 하지만 토마스 렘케(Thomas Lemke)는 푸코가
전제한 “일정한 경계를 지닌 폐쇄된 신체라는 관념”과 대조적으로 오늘날 신체는 푸코가 상상할 수 없었
을 정도로 분해, 재조합된다고 본다. 이 시대의 “생물학은 더 이상 생명 과정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발견의
과학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유기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형의 과학” 0 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분절된다. 따라서 “몸은 정말로 재구조화되고 재형성되어 (…) 심각한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몸을
규정된 논제로 생각하기보다는 더 유동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의 주장 은 설득력을 얻는다. 김남옥·김문조는 “푸코의 생체권력이 행사되는 몸의 정치는 “통합
된 몸”이라는 개념틀을 탈피하지 못한다”며 “몸이 분자적 수준으로까지 해체되어 정보가 기입된 기호적
텍스트로 간주되는 고도 기술시대의 몸 담론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
고도 기술 시대의 몸을 포스트바디(postbody)라고 하면, 포스트바디 사회는 몸의 분할 가능성, 대체 가
능성, 교환 가능성, 처분 가능성의 면에서 훨씬 자유로운 사회이다. 기존의 몸은 유기적이고 완전한 전체로
서,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 포스트바디는 다르다. 포스트바디 사회에서는 몸이 분
할되고, 대체된다. 이는 각각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로 대표되는 골칫덩이들을 파생시킨다. 유래물이나 보
철물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도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지
(義指)를 사용했고 ,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로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 증여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복을
얻기 위해 사체에서 장기, 손발, 피부를 채취하고 분배하는 성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 신성 로마 제국
을

2 )

2 )

3 )

31)

32)

33)

34)

35)

8 Ch Sh g 몸 회
판임 숙 파 남 0
8- 0
9 Mh F
감 처벌 번 판 생 파 남 0
0 Th L k 생
엇
심
울 린
0By S T
몸 회 임 숙 울 몸 음 00
김남옥 김 「
몸 포 먼 론」 회
9 0
7-7
윤호 「 몸 콜
?」 몸
포 바디 울
픽 09 인 신체’와 ‘완전한 신체’는 본고 제4, 5장에서 숙시할 두 신체관이다.
34) 기원전 950년에서 710년 사이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여자의 미라에서 오른발에 접합된 인공 엄지발가락이 발견되
었다. 이에 관해서는 Jacqueline Finch, “The ancient origins of prosthetic medicine”, Lancet 377(9765), 2011,
pp. 548-549 참조.
35) Jean-Pierre Baud, op. cit., p. 216.
2 )
ris illin , 『 의 사 학』 개정 , 인 역, 주: 나 , 2 11, pp. 2 3 .
2 ) ic el oucault, 『 시와
』 역개정 , 오 근 역, 주: 나 , 2 16, pp. 215 216.
3 )
omas em e, 『 명정치란 무 인가』, 성보 역, 서 : 그 비, pp. 15 152.
31) r an . urner, 『 과 사 』, 인 역, 서 : 과마 , 2 2, p. 61.
32)
· 문조, 고도 기술시대의 (2): 스트휴 신체
, 『사 사상과 문화』 2 , 2 14, pp. 2 4 2 5.
33) 서
, 내 도 리 이 되나요 , 문화연구소 편, 『 스트
』, 서 : 필로소 , 2 1 , pp. 24 25. ‘유기적

10

괴츠 폰 베를리힝겐(Götz von Berlichingen)은 의수를 장착하고 전장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에 유래물
과 보철물을 다루는 수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름을 다음 절에서 본다.
의

3.2. 유래물·보철물의 활용 현황

생명 공학은 이식(transplantation)과 조직 배양(explantation), 유전자 조작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현
실화하면서 인류사에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 과정에서 인체를 떠나 외계에 거주하는
인체 부분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모발, 혈액은 물론이고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무릎, 각막, 뼈,
피부, 골수, 그리고 태반(胎盤)과 제대(臍帶) 등 분만 시의 적출물이 연구와 치료에 활용된다. 이들은 자원
으로서의 효용이 엄청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 . 예컨대 제대혈은 이제 단순 폐기물이 아닌, 혈액,
연골, 지방, 간세포, 심장세포 등으로 분화할 잠재력을 지닌 줄기세포의 함유액으로서 계획적으로 추출,
보관된다. 제대혈은 그저 모체에서 흘러나온 것을 담는 식으로―이를테면 귀한 피를 얻기 위해 성인(聖人)
의 무덤에서 스며 나오는 액체를 모으던 중세 기독교 신도들 8 처럼―가 아니라, 분만 3기에 치밀하고 위
험한 추가 개입 9 을 감행함으로써 채취된다. 세계의 제대혈 저장 시장 규모는 올해 208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되며, 2026년까지 450억 9,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0 .
가까운 미래 우리는 인체 유래물로서 분리된 손, 분리된 얼굴까지 심심하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사람
간 손 이식은 이미 1998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수술의 첫 수혜자는 뉴질랜드의 클린트 할람(Clint
Hallam)이다. 할람은 톱 사고로 한쪽 손이 잘린 직후 봉합 수술을 했으나 제대로 접합되지 않자, 이 수술에
자원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잘린 손’은 가상의 은유가 아니라 실재하는 문제 상황인 것이다.
최초의 안면 이식은 2005년에 진행되었다. 피이식자인 프랑스의 이자벨 디누아르(Isabelle Dinoire)는 반려
견에게 얼굴을 물어뜯긴 뒤 부분 안면 이식 수술을 받고, 조직의 일치를 판단하는 여섯 가지 인자 중 다섯
가지가 완전히 일치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맺었다 .
손상되거나 상실된 인체 일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보철 기술 역시, 갈고리를 끼운 후크 선장은 상상도
못 했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의수나 의족은, 사람이 기계 장치의 움직임에 익숙해져야 해 착용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다. 최근의 의공학은 이 문제를 해소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로봇 의족’은 착용자의 보행 동작을 3차원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분석해, 보행 속도와 지면 경사도
를 순간 측정하고 출력 토크(torque)를 조정해 자연스러운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해부터 국가유공자
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 아예 뇌의 명령을 직접 받는 의수도 개발되었다. 영국의 의료 보조 기구 업
36)

3 )

3 )

3 )

4 )

41)

42)

「치료과정에서 摘出한 人體 구성성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55(4), 2006, p. 105.
37) 박은정, op. cit., p. 411.
38) Jean-Pierre Baud, op. cit., p. 217.
39) 개입 과정과 산모가 겪는 위험에 관해서는 Donna Dickenson, 『인체 쇼핑』, 이근애 역, 서울: 태일소담, 2012,
pp. 82-84 참조.
40) 360iResearch, “Umbilical cord banking market research report by storage, application, and region”, Research
and Markets, 2021. 10.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ports/4896802/umbilical-cord-blood-banking-market-research#rela1
-5310767 (2021. 10. 24 접속)
41) Donna Dickenson, op. cit., pp. 214-226.
42) 전승민,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인공신체 나온다」, 『사이언스타임즈』, 2020. 5. 29.
36) 이정현·이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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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한 ‘비바이오닉(BeBionic) 3’은 팔 절단부와 연결된 센서를 통해 근섬유의 전기 신호가 감지되면,
그 명령이 앰프에 전달되면서 ‘실제’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인다. 덕분에 의수를 끼고 채소 껍질을 벗기거나
달걀을 깨는 수준의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보철물은 운동기뿐 아니라 감각기의 자리도 차지한다. 인공 와우(蝸牛) 삽입은 난청을 겪거나 청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시술로 일반화되었다 . 윌리엄 도벨(William Dobelle)이 개발한 전자 눈은 카메라에 입
력되는 영상 정보를 전기 자극으로 변환해 후두엽 시각 중추에 전달한다. 이 기술이 성숙하면 망막이나
시신경이 손상된 사람들도 앞을 볼 수 있게 된다 . 의수에 인공 피부를 입혀 촉각을 느낄 수도 있다. 올
6월 한국과학기술원은 나노 입자 기반의 복합 촉각 센서를 제작하고 신호 변환 시스템과 연결해, 인간의
생래적 촉각 인식 프로세스를 모방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 이렇게 한 감각을
만들어 내는 일 외에도, 완전색맹 예술가 닐 하비슨(Neil Harbisson)은 색을 ‘듣게’ 하는 안테나를 이식하
면서, 두 감각을 넘나드는 보철까지 가능함을 몸소 보여주었다 7 .
체가

43)

44)

45)

46)

4 )

3.3. 트랜스휴머니즘의 부상

빈번히 등장하고 우리 가까이 녹아 들면서, 분할되고 대체되는
몸으로서의 포스트바디가 범람할 것이다. 이는 기술 발전의 기하급수성에 더해, 포스트바디와 결부된 트랜
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득세가 앞당기는 변화이다. 지금까지의 기술들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기
계·설비,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토목,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전기·전자와 같이, 인간이 처한 외부의
물질적 조건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삶을 향상하려는 기획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부상하는 의공학, 유전
공학, 신경 과학, 인지 과학의 성과는 인간의 신체나 정신을 직접적으로 조작한다.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우리의 내부를 향한 기술들인 것이다 8 . 이러한 인간 자체의 향상을 긍정
하고 지지하는 운동이 트랜스휴머니즘이다. 박가열 외는 트랜스휴머니즘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체의 변형, 확대, 증강을 도모하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하려는 문화적이고 지적인 운동”으로 정의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이 우리 세계에

4 )

한다49).

미국에서 2003년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기점으로 트랜스휴머니즘 담
론이 “더 이상 사이버문화나 공상과학의 주변 영역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0 . 국내에서도 1960년대 트랜스휴머니즘 개념이 유입된 이래 논의가 꾸준했다 . 트랜
신상규는

5 )

51)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3%9D%EA%B0%81%EB%A7%8C%EC%9C%BC%EB%A1%9
C-%EC%9B%80%EC%A7%81%EC%9D%B4%EB%8A%94-%EC%9D%B8%EA%B3%B5%EC%8B%A0%EC
%B2%B4-%EB%82%98%EC%98%A8%EB%8B%A4/ (2021. 10. 24 접속)
43)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서울: 아카넷, 2014, p. 87.
44) 김남옥·김문조, op. cit., 2013, p. 245.
45) 신상규, op. cit., p. 86.
46)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20여 종의 직물과 접촉함으로써 직물의 질감을 99% 이상 분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Sungwoo Chun et al., “An artificial neural tactile sensing system”, Nature Electronics 4, 2021,
pp. 429-438 참조.
47) Neil Harbisson, “I listen to color”, TED, 2012. 6. https://www.ted.com/talks/neil_harbisson_i_listen_to_color
(2021. 10. 24 접속)
48) 신상규, op. cit., p. 14.
49) 박가열 외,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2017, p. 4.
50) 신상규, op. cit., p. 118. 「치료 너머: 생명 기술과 행복 추구」(“Beyond therapy: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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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망
실현을 약속하는 매력적인 운동이다. 이에 자기실현
적 예언하에서 첨단 생명 공학과 합심해 끊임없이 조작·향상되는 포스트바디를 양산할 것이다. 인체 일부
―체액이든, 내장이든, 손발이든―를 떼어 내어 수정하고 자기나 타인에게 다시 집어넣는 것이 일상화되
면, 떼어 낸 상태에서 법적 사건에 휘말릴 인체 유래물들이 자연히 늘어난다. 또 운동, 감각하는 기계에
연결된 사이보그(cyborg) 인체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흔해지면, 결합한 보철물이 자기 행위의 수단이자
타인 행위의 대상으로서 법적 행위를 둘러싸고 자주 호명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고전적인 인/물 이분
법을 고수하려는 법은, 유래물과 보철물의 정체성 문제에 대응할 때 이들을 인 또는 물에 함입시키기 위해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발디딘다. 자연/인공 기준과 결합/분리 기준이다. 하지만 법은 두 기준 위에서 난감
스휴머니즘은 인 의 가장 깊은 열 을 건드리고 그

해진다.

4. 자연/인공 기준의 난점
4.1. 자연/인공 기준
단

킬 것인가? 대답을 도울
첫째 기준은 자연/인공 기준이다. 그 발생적 연원을 따져 자연적인 몸은 ‘진짜’ 몸으로서 인격성을 띠고,
인공적인 몸은 ‘가짜’ 몸, 즉 몸의 탈을 쓴 물건으로서 물건성을 띤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유래물은
전자, 보철물은 후자에 해당한다. 상지 절단자가 착용한 의수는 인공적으로 제작되었기에, 생래적인 ‘진짜
손’을 모방하는 사본으로서, 진짜 손이라는 원본 신체와는 질적으로―이를테면 시뮬라크르(simulacre)와
이데아(idea)의 대척성만큼이나―구별되는 물건이다. 그와 몸싸움을 하다가 의수를 파손한다면 그의 재산
을 파손한 것이지, 그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니다. 또 액션 영화 촬영장에서 혈액 소품이 필요할 때, ‘진짜
피’처럼 보이도록 적색 안료를 짙게 탄 수돗물을 쓰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피’는 어차피 물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뽑은 피를 소품으로 쓰는 것은 문제
이다. 인격성을 지닌 진짜 피는 그러한 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
보철물에 대한 자연/인공 기준이 스며 있는 판례가 있다. 피고인인 부천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2010년
4월 27일경 피해자에게 유방 확대 수술을 한 뒤, 피해자가 염증을 호소하자 2010년 5월 10일경부터 2012년
2월 15일경까지 피해자의 유방에 약물 치료를 했다.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유방 보형물 에
천공이 생겼다. 2016년 8월경 피해자의 유방 근육조직이 녹고 피부가 변성되었다. 검사는 천공으로 인한
보형물 내부 물질의 누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
법이 인과 물로 분 하는 세계에서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을 어느 편에 위치시

52)

53)

fh

”
논 향 박
책 슈 탐색
책
0
7- 참
올 월미
퍼 즈 엑 L N X 미 단 미 프 M h f 협업 선
미술가들의 실제 피가 들어 있다. 이 운동화는 출시와 동시에 반향을 몰고 왔고, 정치계, 종교계 인사들에게 사악
하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Oscar Holland & Jacqui Palumbo, “Lil Nas X’s unofficial
‘Satan’ Nikes containing human blood sell out in under a minute”, CNN, 2021. 3. 29.
https://edition.cnn.com/style/article/lil-nas-x-mschf-satan-nike-shoes/index.html (2021. 10. 24 접속) 참조.
53) 결핍된 인체 조직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보형물도 보철물로 본다.
o appiness )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51) 국내 트랜스휴머니즘 의 동 은 성원 외,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 이 의
』, 세종:
과학기술정 연구원, 2 16, pp. 1 35 조.
52)
3
국의 래 릴 나
스( il as )가 술가 집
스치 ( isc ie )와
해 보인 운동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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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선고했다. 보형물의 손상과
상해를 구별한 것이다. 보형물을 신체로 보았다면 피고인이 보형물에 천공을 낸 지점에서 상해가 성립했
을 터이다. 보형물은 유방에 고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부분에 불과해 신체가 아니라고 전제
되었다. 상해는 자연적인 부분으로서 신체에 해당하는 ‘진짜 유방’의 건강의 훼손에 국한된다. 항소심 은
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보형물에 천공을 생기게 한 과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를 분리하는 논리를 그대로 견지했다.
인체 유래물에 대해 자연/인공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는 독일의 판례를 인용할 만하다. 원고는 1987년
방광암을 진단받아, 생식 능력 상실을 예상하고 미리 피고인 대학병원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원고는
1989년 1월 26일 계속 보관을 원한다고 통보했으나,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편지가 유실되었고 1989년 5월
29일 원고의 정자가 폐기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자기 정자를 훼손한 점에 대해 소유권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 은 정자 폐기를 ‘신체침해’(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제847조
제1항)로 인정하고 2만 5,000마르크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의학의 발전으로 신체의 부분을 떼어 냈다가
재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자의 신체-전형적 기능(körpertypische Funktion)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자가 신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이더라도 신체와 기능적 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인격권으로
보호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보존 이익인 정자의 신체-전형적 기능으로 언급되는 재생산(Fortpflanzung)
내지 염색체상 유전 정보를 물려주는(seine genetischen Erbinformationen weitergibt) 일은, 정자가 자연
적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기능이자 신체의 자연성에 충실한 기능이다. 전형적인 자연성을 띠므로 정자는
신체로부터 분리되어도 신체의 일부인 것이다.
다. 법원54)은 보형물의 천공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무 를

55)

56)

4.2. 전제상의 한계: 유기적인 신체의 위태로움

몸 또는 몸의 일부는 인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인공적인 몸은 물건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자
연적인 것이 특별하다는 생각, 곧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뿌리 깊은 이분법하에서 타당성을 부여받는다.
자연/인공 기준은 자연적인 몸이 유기적인 데 반해 인공적인 몸은 기계적이고, 유기성과 기계성이 본질적
으로 상이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이 이분법의 해체에 주력한다. 해러
웨이에 의하면 유기체는 흔히 기계와 구별되는 자연적 종류의 순결, 생명 형태의 자연적 텔로스(telos),
자기정의적 목표와 같은 개념들로 포장된다. 그런데 종양유전자(oncogene)를 이식받은 쥐인 앙코마우스
(oncomouse) 7 는 그 자연적 순결을 침해하는 인공적 유기체로, 마치 유기체가 재디자인될 수 있는 원료인
양 유전자를 혼합한 결과물이다.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동물로서 앙코마우스™는 동물인 동시에 발명품
이고, 그의 자연적 서식지는 기술과학 실험실이다 8 . 이로써 “신의 창조 행위들·중개행위자들·산물들[유
기체]과, 인간 공학의 행위들·중개행위자들·산물들[기계] 사이에 그어져 있던 선이 분자유전학과 생물공학
의 성스럽고-세속적인 국경지대에서 무너졌다” 9 .
자연적인

5 )

5 )

5 )

울 앙 방 0 8 7 선 0 8 단998 판
울 앙 방 0 9 0 선 0 8노 7 판
B H V ZR 9 U
09 99
7 앙코
포 생식 포
녀 유방암이 발병하도록 설계되었다. 암 연구에
활용된다.
58) Donna J. Haraway,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앙코마우스™를_만나다』, 민경숙 역, 서울: 갈무
리, 2007, p. 176.
54) 서 중 지 법원 2 1 . . 12. 고 2 1 고
결.
55) 서 중 지 법원 2 1 . 1. 1 . 고 2 1 212
결.
56) G , I
62/ 3, rteil v. . 11. 1 3.
5 )
마우스는 온 체세 와
세 에 라스(ras) 종양유전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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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앙코마우스와 다르지 않다. 해러웨이는 “우리는 모두 키메라(chimera)로, 이론과 공정을 통해
합성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 곧 사이보그”라고 선언한다 0 . 여기서 사이보그란 꼭 의지(義肢)나 공상
영화에 나올 법한 모종의 기계 장치와 결합한 인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시대 유전
자는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면서 인코딩·디코딩되는 정보체이고, 암호화된 정보로 가득한 우리 몸을 두고
생명 공학과 전자 공학은 공통의 디지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유기체의 신경망과 반도체의 회로 사이에
본질적 구분은 사상된다 . 이제 우리는 “노동을 로봇공학과 워드프로세서로, 성을 유전공학과 생식 기술
로, 정신을 인공지능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번역”할 수 있다 . 이렇게 유기성과 기계성이 마구 뒤섞인 잡
종 지대, 사이보그로 인체가 정체화된다면, 자연적인 몸과 인공적인 몸을 다르게 범주화하는 판단 기준은
설득력을 잃는다.
인 도

6 )

61)

62)

4.3. 유래물 적용상의 한계: 가치 위계에의 침묵
호

야 한다. 각막이 자
연적인 만큼 각질도 자연적이고, 혈액이 자연적인 만큼 정액도 자연적이다. 그러나 이종의 유래물 간에는
암묵적인 가치 위계가 존재한다. 자연/인공 기준은 이 위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가령 발 관리 샵에서
마사지나 족욕 서비스를 받으며 떨어져 나온 각질은, 수술실에서 안구 내용 제거(evisceration) 과정에서
들어낸 각막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연적이지만, 우리가 양자에 부여하는 가치는 판이하다 . 혈액과 정액
역시 둘 다 ‘생명의 액체’―사람을 살리고, 살기 시작하게 한다―이지만, 혈액의 증여는 추앙받아야 할 구
조(救助) 행위이고, 정액의 증여는 몸의 문명화에 의해 은폐되어야 했던 섹슈얼리티의 발현이다. 교회법과
천주교 국가들의 판례는 정액의 증여에 적대적이었다 . 그런데 바로 그 교회는 중세에 공동의 혈액을
“교회의 궤 안에 쏟아부은 보물”로 관리했다 . 전술한 예들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유래물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위계화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송영민은 “치료나 수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질”
부터 “폐기의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물질”까지 일곱 가지로 위계화한다 . 이렇게 가치가 다르게 재단
되는 것은 인격의 차원이 아니라 물건 내지 재산적 이익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재산적 이익을 부인
함은, 포스트바디 시대 연구·치료의 자재로서 실험실·수술실의 필수품으로 자리할 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
서도 미용·건강 상품 등으로 널리 융통될 유래물을 그 효용에 상응해 취급, 보호하지 못함을 뜻한다 7 .
자연적 신체의 일부이기에 인격권으로 보 되는 인체 유래물은, 원칙적으로 동등해

63)

64)

65)

66)

6 )

9 b
0
0 D J H wy
웨 선언
희선 울 책 0 9 9
둘
호 달
탄
b
엇
? 첫째 질 별 노력
막
생
둘째 족욕 달
료
막 작
현저히 끌어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첫째는 동산 간 부합(민법 제257조), 둘째는 가공(제259조)의 법리
로, 모두 동산에만 성립한다. 그 적용은 각질과 각막이 일단 물건임을 전제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체 유래
물에 물권이 아닌 인격권이 작용한다고 보는 한, 각질과 각막의 가치를 구별하기는 곤란하다.
64) Jean-Pierre Baud, op. cit., p. 297.
65) I bid., pp. 220-221.
66) 송영민, 「첨단의료와 인격권」, 『인권과정의』 345, 2005, p. 31. 송영민은 이가 ‘가치’ 위계라고 명시하지는 않
는다. 하지만 각 단계를 치료·수술, 생식, 연구를 위해 보관하는 물질로 정의한 것은 인체 유래물의 활용 목적,
즉 효용 가치에 주목했다는 뜻이다.
67) 인격적 이익의 언어로는 효용을 말하지 못한다. 인/물 이분법하 인격절대주의는 인격에 ‘감히’ 효용을 따지지
5 ) I id., p. 14 .
6 ) onna . ara a , 『해러 이
문』, 황
역, 서 : 세상, 2 1 , p. 1 .
61)
다 전기 신 를 전 한다. 유기체는 소로, 반도체는 규소로 되어 있을 뿐이다.
62) I id., p. 52.
63) 무 이 양자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가
, 각 은 다른
없이 분리되는 반면 각 은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각할 수 있다.
,
과 리 수술 시에는 전문 의 기술로 각 에 조 을 가해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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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 의한 인체 유래물의 가치 위계화가 가능하다고 반론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중요해’ 인체에 고착된 것―내장, 뼈, 수족―과 중요성이 미미해 이탈이 예정된 것―침,
땀, 지갑(指甲)―의 척도이다. 둘째는 자연적 발생의 희소성을 내포하는 재생 가능성―심장, 간, 피부 순으
로 나열될―의 척도이다. 하지만 두 척도 모두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연적이지 않다. 첫째, 이탈의 예정성은
사회적·문화적 관습 또는 개인의 인위적 노력에 좌우된다. 모발은 대수롭지 않게 이탈하도록 되어 있는가?
조선 사람들에게 모발은 유교적 가치관을 간직한 상징으로서 최대한 보존되어야 할 것이었다. 1895년 단
발령이 양산한 ‘잘린 모발’은 곧 민족적·도덕적 정체성의 붕괴였다 8 . 손톱은 꼭 이탈하는 것인가? 세계에
서 가장 손톱을 길게 길러 기네스북에 오른 여자인 아얀나 윌리엄스(Ayanna Williams)가 올 4월 손톱을
자르기 직전, 24피트가 넘는 손톱이 달려 있었다 9 . 둘째, 유래물의 재생 가능성은 오늘날 재생 의학에
의해 조작된다. 가령 중간엽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틈새(niche)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재생력을 보유하는
데, 생리학적 틈새를 본딴 공학적 미세 환경을 설계해 체외(in vitro)의 줄기세포에 재생력을 부여하려는
전략이 개발되고 있다70 .
자연성의 관점에서도 적어도 두

6 )

6 )

)

4.4. 보철물 적용상의 한계: 부자연스러움의 낙인

단단히 결부시키는데, 이 지점에서 언제든 폭력으로 발아할 위
험을 내포한다. 정당한 인격권을 자연스러운 몸에만 인정함은,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몸들의 배제를
예정한다. 성전환자에 대한 오랜 차별은 성전환한 몸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낙인에 터 잡아 왔다. 지난해
변희수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인공 기준에 기초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의 여성-몸은 인공적으로 획득했다는 점에서 가짜 몸으로 치부된 대신, 생래적으로
지녀 온 남성-몸이 진짜 몸으로 간주되었다. 육군이 변희수가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입었다고 본 것은
변희수의 남성-몸만이 유효함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변희수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유족이
수계한 전역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올 10월 법원은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성
전환 후 변희수의 상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고, 여성 기준으로는 당해 상태가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
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7 .
인공적이라서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워서 물화되는 한, 몸은 차별을 벗어나지 못한다. 의족을 차고
다니는 하지 절단자는 ‘가짜 다리’와 결합해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진짜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고착화
된다. 그렇게 그에게 장애가 부여된다. 변희수의 인공 여성-몸이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된 것과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의족을 찬 자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전적 청각 장애의 발생률이
대단히 높았던 미국의 섬 마서즈 비니어드(Martha’s Vineyard)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별개의 한 집단으로
자연/인공 기준은 인격과 자연스러움을

1)

않는다.

8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p. 188-190.
9 Rachel Trent, “Woman with the world’s longest nails cuts them after nearly 30 years”, CNN, 2021. 4. 8.
https://edition.cnn.com/2021/04/07/us/woman-cuts-longest-nails-trnd/index.html (2021. 10. 24 접속)
70) Hannah Donelly, Manuel Salmeron-Sanchez & Matthew J. Dalby, “Designing stem cell niches for
differentiation and self-renewal”, J 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 15(145), 2018.
doi:10.1098/rsif.2018.0388
71) 김석모, 「법원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조선일보』, 2021. 10. 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1/10/07/SCCMJKQNTNGRBC7XC6XMHPFVYI/
(2021. 10. 24 접속)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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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았

애 있는(handicapped)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할(deaf) 뿐이었다7 . 주민들은 듣지 못하
는 자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주목도 거의 하지 않”고, “누구는 갈색 눈이
고 누구는 파란색 눈인 것과 같”이 여겼다7 . “의수를 쓴 이를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는” 고도 기술 사
회 역시 헤레드의 소설7 에서만 가능하지는 않을 터이다.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MI)로 연결된 의수는 생물학적 팔처럼 뇌의 명령에 직접 따른다. 실제로 의수 착용자들은 의수를 몸의
일부로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의수가 스스로 인식하는 몸 이미지에 통합되어, 형체가 훼손되었다
(disfigured) 또는 장애를 가졌다는 자아상을 상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7 . 그럼에도 보철물
에서 인격성을 탈수시키면 보철물 착용자들은 필연적으로 결여되고 무력한 존재로 남는다. 이렇게 자연/
인공 기준은 보철물이 체화하는 인격적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에도, 직관에 잘 녹아드는 탓에 비판
적으로 성찰하기 어렵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보형물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심지원마저, 보형물이 “발생적인 측면에서는 인위적이지만 질적인 측면에
서는 자연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7 자연/인공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재생산함에 그친다.
지 되지 않 다. 장

2)

3)

4)

5)

6)

5. 결합/분리 기준의 난점
5.1. 결합/분리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둘째 후보는 결합/분리 기준이다. 우
리 민법학의 통설이 택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결합한 것은 인체의 일부로서 인격을 향유
하며, 인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인체의 일부가 아니고 물건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자연/인공 기준과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보철물에 인격성을, 유래물에 물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합/분리 기준에
의하면 의수를 착용한 자와 다투다가 의수를 부러뜨리면, 손괴죄가 아닌 상해죄나 그에 준하는 인격적 이
익에 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사람에게서 채혈해 낸 피를 영화 소품으로 쓰는 데는, 채혈
과정이 적법하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 원 신체로부터 분리된 한, 피는 염색한 수돗물만큼이나 물건이다.
보철물에 결합/분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연/인공 기준을 물리친 판례가 있다.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로
우측 슬부 위에서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끼고 생활해 온 경비원이다. 2010년 12월 28일 원고는 근무지
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양측 슬부 좌상, 우측 의족 파손의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24일경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피고는 의족 파손이 요양급
여 기준인 ‘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2월 14일 요양을 불승인했다.
이에 원고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제1심77 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족은 신체 구성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의 법적 지위를

)

72) Nora E. Groce,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박승희 역, 서울: 한길사, 2003, pp. 36-37.
73) Ibid., p. 128.
74) 헤레드, 『당신의 실험』(eBook), e퍼플, 2019.
75) Adam Saradjian & Andrew R. Thompson, “The experience of men using an upper limb prosthesis following
amputation: Positive coping and minimizing feeling differen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0(11), 2008, pp.
871-883.
76) 심지원, op. cit., p. 190.
77)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2917 판결.

17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입은 것이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자연/인공 기준에 입각해 의족을 물의 영역에 귀속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상
고심78 까지 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의족 착용자에게 의족이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
실상 대체한다고 보고, 의족 파손을 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결합 상태에서의 탈부착 용이성79 을 잣대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시는, 결합/분리 자체80 의 법적 의의에 주목하라는
선언이다. 초점을 결합된 상태임에 맞추지 않고 그 상태에서 탈부착이 용이한지에 맞추면,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종의 파손을 겪은 두 사람 중 고급 의료 기술의 수혜로 의족을 심어 탈부착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과, 그럴 형편이 아니라서 의족을 수시로 탈부착해야 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겨 버린다8 .
또 피고는 과거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치과 보철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보철물이 ‘부착되어’ 있으
면 신체 일부로 보아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데,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은 재판부는
요소가 아니므로 그
)

)

)

1)

결합/분리 기준을 지지한 것이다.

앞 장에서 서술한 독일의 판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연/인공이 아닌 결합/분리
기준을 택한 영국의 판례가 있다. 원고는 암을 진단받은 남자들로,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을 시 생식 능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사의 조언하에 2003년 6월 28일 이전 모두 피고인 병원에 정자를 맡겼다. 정자는 병원
실험실에 냉동되어 보관되다가, 2003년 6월 28-29일 탱크의 액화 질소량이 요구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정액이 녹으면서 되돌릴 수 없이 죽어 버렸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
으나, 피고는 정자의 파괴가 인격적 피해도, 재산적 피해도 구성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8 은
정자가 ‘신체에서 분리된’ 뒤 가해진 피해가 ‘신체적’, 즉 인격적 피해라는 것은 허구(fiction)라고 판시했다.
이것만으로 논박―정자가 체내에서 훼손되었다면 인격적 피해였을 터인데 체외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다르냐는―을 처리하기 충분하다(sufficient to dispose of)고 첨언함으로써 분리의 법적 의의를 부각했다.
대신 원고의 정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분리된 정자를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으로 간주하고,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인체 유래물에 관해서는

2)

5.2. 전제상의 한계: 완전한 신체의 위태로움

봉
호
떤 것이
완전함은, 불가분함―더 쪼개지지 않는다―과 충만함―덧붙일 것이 없다―두 속성을 함축한다. 신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은 신체가 아니어야 한다. 신체라면 신체가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체 유래물은 신체의 불가분함을 위협한다. 의학은 과거에는 손대기 곤란하던 부위들까지 수월한 적출에
노출시키며, 적출되었다가 재삽입되어 원 기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인(individual)의 몸은 이제 개인
자연/인공 기준이 신체의 유기성을 신 한다면, 결합/분리 기준은 신체의 완전성을 수 한다. 어

7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79) 원심은 의족의 탈부착이 비교적 쉬움을, 의족이 신체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동 이유로 가철
성(可綴性) 국소 의치를 신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합140 판결.
80) 탈부착 즉 분리가 용이한지(separability)와, 분리된 상태인지(separation)는 엄연히 별개의 잣대이다. 이 지적은
Muireann Quigley, “Property in human biomaterials: Separating persons and things?”, Oxford J ournal of
Legal Studies 32(4), 2012, pp. 673-675 참조.
81) 김예원,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 『2014 노
동판례비평』,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pp. 136-137.
82) Yearworth and others v North Bristol NHS Trust [2009] 2 EWCA Civ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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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분할되는 분할체(dividual)이다. 한편 신체의 충만함은 보철물의 상용화로 의
심받기 시작한다. 뭇사람이 기계와 연결되어 ‘증강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도래하면, 전통적인 신체는
‘결핍된’ 것으로 여겨질 터이다. 케빈 워릭(Kevin Warwick)의 믿음처럼 보철을 통해 인간의 오감에 다른
감각을 보탤 수 있어지면, 오감을 느끼는 신체는 충만하기는커녕 미흡하다. 워릭은 공언한다. “모든 사람
이 다 사이보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인간인 상태에 만족한다면, 지금 그대로 머무르면
된다. 하지만 (…) 인간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류가 될 것이다.”8
완전한 신체에 대한 추종은 공연하게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상 신
체의 자유(헌법 제12조)8 와,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는 형법상 상해죄8 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은밀하게는, ‘불완전한 신체’―분리된 신체 부분, 또는 보철물이 접합된 신체―에 투영된 양가적
이미지에서 드러난다. 이를테면 우리는 잔에 담긴 피를 보고 으스스하다고 느낀다. 혈액-주사-손상형 공
포증 환자는 까무러치기까지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성스럽다고 여긴다. 헌혈 단체들은 이러한
피 신비화 덕분에 활기를 얻는다8 . 또 우리는 기계와 결합한 팔다리를 보고 기괴하다고 느낀다. 사이보그
는 대개 이질적이고 괴물 같은 신체 이미지로 표현된다. 동시에 현대 문명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테크노페
티시즘(technofetishism)은 보철을 “매끈한 구두처럼 신체와 접합한” 종교적·예술적·성적 대상으로 고양
한다87 . 기괴하면서도 성스러운,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이 지닌 공포-경배의 역설적 속성은 이들이 사케르
(sacer)한 것으로서, 완전한 신체들의 세계에서 배제, 추방된 존재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포스트바디 세계
에서는 이들이 경계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88 완전한 신체라는 신화를 무너뜨린다.
3)

4)

5)

6)

)

)

5.3. 유래물 적용상의 한계: 분리의 효과 불명

순간 인격성이 물건성으로 전환될 만큼 분리가 유의미한 사건인
가? 최민영이 제공하는 가상의 사례89 를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 본다.
자동차 운전사 A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왼쪽 다리가 절단되면서 실신했다. 이 다리는 사고
현장에 그대로 놓여 있게 되었다. 옆 차선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B는 절단된 다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타이어로 밟아 부서지게 했다. 절단된 다리는 적시에 A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거쳤다면 재접합
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때 B의 죄책은?
A의 다리는 신체에 통합되어 있을 때 인격권의 보호를 받고, 이 상태에서 B가 트럭으로 A의 다리를
뭉개고 지나갔다면 신체에 대한 침해인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결합/분리 기준에 의하면, 사고
가 일어나 다리가 신체로부터 잘려 나옴과 동시에 다리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물건이 된다. 바다에서
섬이 솟아오르듯 우주에 새 물건이 생성된 것이다. B는 아무런 죄책이 없다. B가 뭉갠 다리가 무주물이기
때문이다. 다리가 A의 것이라고 말하려면 A는 돌연 세상에 생겨난 그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쥐고 있었어
인체 유래물이 원 신체에서 분리되는
)

83) Kevin Warwick,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정은영 역, 파주: 김영사, 2004, pp. 22-24. 워릭은 좌측 전완
피하에 칩을 심음으로써, 최초로 체내에 규소 칩을 외과적으로 삽입한 사람으로 알려진 과학자이다.
84)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8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86) Jean-Pierre Baud, op. cit., p. 217.
87)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파주: 사계절, 2021, pp. 166-168.
88) 포스트바디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분할체이고, 우리 모두가 사이보그이다.
89) 최민영, op. cit., p. 92. 사례의 내용과 더불어 법리 구성에도 수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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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무주물은 선점에 의해 그 소유권이 취득된다(민법 제252조). 하지만 A는 실신해 있었고,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물건을 파괴한 B는 무죄이다90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B에 의해 부서지지 않
았다면 다리는 A의 신체에 재통합되어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결합 상태의 다리를 부수
는 것과, 분리 상태에서 부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리의 물리적 위치만 달랐을 뿐이다. 보다
선명히 이해하고자 다음을 상상한다. 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의 신장을 잠시 꺼냈다가 넣는다. 이때 못된
마음을 먹은 의사가 신장을 체내에서 훼손한다. 또는 체외에서 훼손하고서 손상된 신장을 재삽입한다. 둘
이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사람의 몸에서 분리된 부분에도 그 사람과의 연결성을 상정한다. 헨리에타 랙스(Henrietta
Lacks)는 1951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환자이다. 랙스의 종양에서 떼어 낸 생체 검사 견본은 그의 동의
없이 세포주로 탈바꿈되어 암 연구에 쓰였다. 이 사실을 1975년에야 안 랙스의 남편은 훗날 인터뷰에서
연구자들이 ‘아내를 착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9 . 분리된 세포를 아내 인격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문제
된 유래물의 원 귀속자와 반드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도 우리의 태도는 여전하다. 찰스 포스터(Charles
Foster)는 ‘사람 귀 재떨이’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9 . 의과 대학생들이 기증받은 귀를 도료를 발라 재떨이
로 사용한다. 이 광경이 무언가 불편하다면, 귀에 ‘잔존’하는 원 귀속자의 인격이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느껴서일 터이다. 이는 감정적인 고백만은 아니다. 세포에는 원 귀속자의 유전 정보가 그대로 들어 있어,
이로부터 그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을 파악, 이용할 인격적 위험이 있다9 . 나아가 생명 복제 기술은 분리
된 세포핵을 제핵(除核) 난자에 이식해 온전한 개체로 자라날 가능성을 열어 둔다. 그리고 유도 만능 줄기
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의 연구 성과는 세포가 분리 후에도 고정된 형태의 물건으로 남기
보다 인체를 이루는 다양한 조직의 세포들로 분화되어 갈 수 있음을 보인다9 . 그럴수록 분리의 순간이
정말 인격을 물건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는 법학적 순간(juristische Sekunde)인지, 의심은 증폭된다.
)

1)

2)

3)

4)

5.4. 보철물 적용상의 한계: 특수범 법리의 혼란

됨 써 신체의 부분이 된다고 한다. 의수를 착용한 자의 의수
를 때려 파손하면 가해자는 상해의 죄책을 진다. 여기서 상황을 틀어, 의수 착용자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로 설정하면 까다로워진다. 즉 의수 착용자가 의수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의수로
때리는 행위는 목검이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에 비견되어야 하지는 않는가? 알루미늄, 타이타늄 등의 금
속으로 만들어진 의수를 휘두르는 것은 동 세기로 생물학적 팔을 휘두르는 것보다 파괴력이 크다. 의수의
타격 강도나 가동 범위가 처음부터 생물학적 팔의 일반적 한계를 넘도록 설계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결합/분리 기준에 의하면, 의수는 신체에 불과하므로 의수로 때리는 행위는 단순한 상해나 폭행의 책임을
결합/분리 기준은 보철물이 신체에 결합 으로

90) 인체 유래물이 분리되면 그대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동호, 「權利客體로서의 物件」,
『고시계』 52(10), 2007, p. 10 참조. 하지만 첫째, 어떻게 소유하는지 정당화하기 어렵다. 절단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A가 다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니, 절단 전부터 A는 다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절단은 점유에서
의 이탈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인체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려면 그것은 본래 물건이었어야 한다.
이는 인/물 이분법하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잘린 다리가 어떻게든 A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B는 민사
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지언정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91) Donna Dickenson, op. cit., pp. 45-46.
92) Charles Foster, “Dignity and the use of body parts”, J ournal of Medical Ethics 40(1), 2014, p. 45.
93) 최수정, 「인체 세포에 대한 법적 권리」, 『재산법연구』 23(2), 2006, p. 106.
94) 유지홍, op. cit.,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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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누군가 목검이나 몽둥이를 들었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나 특수폭행(제261조)이 적용
된다. 행위 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범이 구성된다9 . 특수범은 상해, 폭행 외에도 공무방해(제144
조), 체포·감금(제278조), 협박(제284조), 주거침입(제320조), 공갈(제350조의2), 손괴(제369조) 등 좁지 않
은 범위의 범죄에 성립한다. 게다가 그 위험성 때문에 단순 행위에 비해 불법이 가중되어 법정형이 상당히
중해진다. 따라서 특수범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역시, 의수를 부러뜨리는 행위가 손괴인지 상해인지 따지
는 일만큼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처럼 제조 목적이 살상인 물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면 널리 포함된다9 . 하지만 휴대가 가능할 정도의 가동 ‘물건’에
국한되기에, 주먹, 발 등 신체의 일부는 배제된다97 . 보철물을 신체 부분으로 보는 결합/분리 기준은 의수
를 위험한 물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을 상상한다. 온전한 우반신을 가진 왼팔
의수 착용자가, 의수를 빼 오른손으로 ‘들고’ 상대방을 때린다. 의수처럼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사람 팔과
길이도 비슷한 야구 방망이로 때린 피고인의 행위에 특수상해를 적용한 판례98 가 있다. 야구 방망이처럼
의수를 들고 의수로 때려도―이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결합/분리 기준하에서도 물건이다―특수상해가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가 의수를 ‘끼고’ 의수로 때리는 경우와 구별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없다면
후자는 상해로, 전자는 특수상해로 차별 이해함은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규범 정립에 관한 난점은, 보철물
의 생산과 이용이 더 활발해질 포스트바디 사회에서 양각된다. 외골격 강화복을 입고 일반인을 가해하는
사건까지 전망되듯99 , 보철물 이용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여지만큼 가해자가 될 여지도 많아진다.
진다. 만

5)

6)

)

)

)

6. 나오며
금
귀속시킬 것인지 물에 귀속시킬 것인
지 판단할 때 터 잡을 수 있는 두 기준을 숙시했다. 하나는 자연/인공 기준이다. 유기적인 신체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 발생이 자연적인 것은 인체의 일부로, 발생이 인공적인 것은 물건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결합/분리 기준이다. 완전한 신체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 인체에 결합된 것은 인체의 일부로, 인체에서 분
리된 것은 물건으로 본다. 그러면 온전한 인체와 그 부속 부분들을 인격성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인
사물들을 물건성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하는 데 두 기준의 의견이 합치하며, 여기까지는 전통적 인/물
지 까지 인/물 이분법하에서 법이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을 인에

이분법과 조화한다.

몸에 고밀도로 개입하는 시도를 가능성이자 당위성으로 만드는 시대정신과 나날이 발전하는 생
명 공학 사이의 양성 되먹임 속에서, 인체 유래물과 보철물은 범람하면서 인/물 이분법을 침식시킨다. 이
는 포스트바디 시대, 인과 물 사이의 분단선을 유지하려는 자연/인공 기준과 결합/분리 기준의 노력이 한
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선 신체의 유기성과 완전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신체관이 파열함에
따라 자연/인공 기준과 결합/분리 기준 모두 전제부터 위태로워진다. 신체의 유기성은 기계성과 착종되고,
그러나

9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도 특수범이 구성되나,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96) 그래서 샤프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 예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40 판결.
97) 임웅, 『刑法各論』 제7판, 파주: 법문사, 2016, p. 88.
98)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1592, 2355, 2502, 2573 판결.
99) 박가열 외, op. cit.,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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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럼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자연성의 관점에서 해명하기 힘든 유래물 간 가치 위계가 포착되지 못하고, 자연스러움과 인
격이 결부됨으로써 보철물을 낀 신체들이 부자연스럽다는 낙인과 차별이 강화된다. 이에 고개를 돌려 결
합/분리 기준에 매달리면, 유래물의 체내-체외 위치 이동이 그 본성을 인격적인 것에서 물건적인 것으로
변동시킬 만큼 유의미한지, 또 보철물을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범이 아니라 특수범으로 인
정함이 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답하기 난감하다.
위처럼 복합적이고 중대한 한계들을 노정하는 한, 상반되는 방향이지만 나란하게 인/물 이분법을 떠받
치는 두 기준은 흔들린다. 인/물 이분법이 재구성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시사이다. 그리고 재구성의 중추
에는 신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핀 한계들은―인/물 이분법이 금기시하는 진술이지만―신체에서 나온
유래물이나 신체에 붙은 보철물이 인격성과 물건성을 함께 띠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분리/결합이
한 실체의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관찰은 신체 자체가 애초부터 인격성과 물건성이 중첩된 공간임을
암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인격성과 물건성이 중첩되는 원인은, 첨단 과학 기술이나 트랜스휴머니즘 따위를 논의에 끌어들이기
이전에, 신체의 가장 원초적이고 숙명적인 정체성에 있다. 신체는 물[水]과 탄수화물, 지질과 단백질, 핵산
기타로 구성된 분명한 물질이다. 신체에 자연/인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신체가 물질적인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체는 비물질적·탈물질적 실재인 인격의 존립과 운명을 같이하는 물질이다.
모든 인격이 육체적·지적 굴곡들이 사상된 평등한 지형을 가지는 것은, 법의 무대에 오르는 인격이 적극적
으로 탈물질화되기 때문이다.
탈물질적 실재와 동침하는 물질이라는 이 기묘한 정체성은 신체를 인격성과 물건성의 비식별역으로 만
든다. 이가 인/물 이분법을 개혁하는 단서가 된다. 동물권 인정이 본격화되면 동물이라는 혁명군은 민법상
인도 물도 아닌 제3의 영토를 점하게 된다고 제1장에서 언급했다. 신체라는 또 다른 혁명군은 인과 물의
전통적 양분 구획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는 동물과 통하지만, 그 영토는 다르다. 신체와 그 유래물, 보철
물은 인격성과 물건성이 중첩된다는 본성으로 묶여, 인과 물이 접하는 국경을 둘러싸고 중간·접경·완충
지대를 점할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로서 민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인 인과
물의 대별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완충 지대에서는 인과 물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어서는 안
된다. 자연/인공이든 결합/분리이든, 우리는 유래물과 보철물의 정체를 인/물 이분법적 대립의 언어로 칼
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민법은 신체-유래물-보철물을 고유의 범주로 인정함으로써, 이것에 병존하는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
익 둘 다를 직시해야 한다. 이것을 인의 신전 아니면 물의 우리[牢]에 가둘 때 두 이익 중 하나를 놓치게
됨을 본고에서 짚었다. 그런데 인격적 이익은 존엄한 삶을, 재산적 이익은 사적 자치를 지탱하면서 인간성
의 발현에 불가결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로마 이래 인간성을 전유하고자 물과 단선적 경계를 설정해 온
우리 인들은, 전략을 바꿀 차례이다. 전통적 인/물 이분법을 흩뜨리는 신체-유래물-보철물의 중간 영토를
둠으로써 그에 병존하는 인격성과 물건성 모두를 법 안으로 포섭함이, 진정 인간성을 비호하는 데 이 시대
의 법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신체의 완전성은 가분성과 결 성에 자리를 내준다. 그 에도 자연/인공 기준을 고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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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dult ADHD is notorious for its non-specific and non-exclusive symptoms, making the accurate diagnosis of the
disorder particularly challenging. Adult ADHD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comorbid psychiatric conditions such
as sleep disorder, anxiety disorder, bipolar disorder, and depression [29, 51]. Chronically stressful situations such as
performance pressures in competitive groups could often cause a temporary increase in certain behavioral symptoms
of ADHD [42]. Also, some students facing academic concerns may find it compelling to attribute their difficulties to
an external factor such as adult ADHD than to validate their struggles. While this could be a passing phase for some,
others may go so far as to exaggerate their symptoms in the hopes of receiving help from stimulant medications or
academic accommodations [49, 56]. Moreover, college students (or any members of competitive groups of the sort) may
1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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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estimate the level of their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impulsivity. The tendency to make judgments about
oneself relative to prominent acquaintances rather than in absolute terms (i.e., the reference-group effect) could easily
cause homogeneous groups such as college cohorts to be overly critical of themselves in terms of their level of focus or
self-discipline. As these external incentives may encourage students to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falsify their
symptoms [47], the complete legitimacy of adult ADHD diagnosis remains questionable.
The term malingering refers to a range of behaviors, from outright feigning of symptoms driven consciously for
external secondary gains to exaggeration of actual symptoms motivated by a subconscious need to assume the sick role
(i.e. self-handicapping) [4, 21]. Recent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base rate of malingering in adult ADHD evaluations
is between 18% to 48% [23, 30]. Also, a literature review on ADHD medication misuse and abuse suggests that the
prevalence rate of misuse of stimulant medications is approximately 5% to 35% in college students [7].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matter, evaluators’ practices on the assessment of ADHD malingering are suboptimal for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the tendency to fall into the advocate role of the clients [49]. Subtle malingering differs from intentional
malingering, which is when people deliberately feign symptoms for external incentives such as stimulant medications
or academic accommodations. We propose that the issue of subtle malingering (i.e., subconscious exaggeration of
symptoms) impedes the accurate diagnosis of adult ADHD.
Many recent studies in th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iatry domains were dedicated to evaluating the potentials
of using objective measures such as symptom validity tests (SVTs) and other neuropsychological tests to detect ADHD
malingering. The line of research, though promising, exhibits some fundamental limitations. For instance, existing
studies have mostly focused on detecting the conscious malingering of symptoms by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individuals properly diagnosed with ADHD and neurotypicals instructed to feign symptoms [15, 26, 56]. Findings
from these studies may lack ecological validity, and may not be generalized for the detection of the more subtle kind of
malingering (i.e., subconscious feigning or exaggeration of symptoms). In addition, performance on cognitive tasks
could easily be influenced by situational factors such as a belief about the diagnostic saliency of the given task. As such,
people instructed to feign ADHD with limited knowledge on the deficiency were able to malinger ADHD behaviors
[24, 67]. Results on the efficacy of using existing tools to detect feigned ADHD have expectedly been inconsistent, and
point to the need for the use of several SVTs. However, such a procedure is less than ideal as the administration of SVTs
is costly and time-consuming while the results remain highly speculativ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calable sensor-enabled ADHD detection framework designed for assessing subtle
malingering of ADHD. Extant approaches lead to a call for an in-the-wild method that can robustly detect and understand
more subtle cases of malingering in an unobtrusive, affordable, and reliable manner. We propose that passive long-term
tracking using mobile sensors (e.g. Bluetooth, GPS, motion) has the potential to serve as such assessment. Using mobile
sensing data for ADHD evaluation yields some unique advantages. First, when used for long-term tracking purposes,
mobile sensing could complement diagnostic procedures by confirming the persistence of ADHD symptoms. Second,
we could use mobile sensing to passively and objectively track behaviors for an extended period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bias or intentionality in ADHD assessment and nullify efforts to malinger the deficit. Further, a mobile
sensor-based solution for ADHD evaluation could prove useful in promoting early detection and alleviating the problems
of underdiagnosis, as it has the potential to screen individuals with high risks of adult ADHD without any direct user
engagement.
We evaluate the feasibility of using a mobile sensing framework to predict subtle malingering through a three-phase
procedure. First, we identify the subtle malingerers using results from ADHD self-screening and clinical diagnosis.
Out of the 17 participants whose initial Adult ADHD Self-Report Scale (ASRS) results yielded positive result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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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of them were formally diagnosed, while 14 of them were false positives. Second, we develop a sensor-enabled
framework to passively collect various sensing and phone usage data (i.e., screen events, notifications, app usage,
in and outgoing calls, Bluetooth connections, mobility patterns, and physical activities), extract and select sensing
features, and apply machine learning models to predict exaggerated reports of ADHD symptoms. We evaluate our
sensor-enabled framework by conducting an IRB-approved in-the-wild user study with 37 students over 22 days, and
use the sensing data to build a prediction model that classifies subtle malingerers. Our model accurately classifies
subtle malingerers with total classification accuracy=0.92, F-score=0.89, sensitivity=0.87, specificity=0.96, and AUC=0.98.
Finally, we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our model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ey sensing features and
subtle malingering, and the associations between sensing features and data collected using psychological scales.
Overall, our contribu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Our user study reveals that existing self-evaluation tools for adult ADHD such as the ASRS is insensitive to
subtle malingering. We also identify the existence of subtle malingerers by leveraging results from clinical
diagnosis.
(2) We show the accurate predictive power of our prediction model in assessing feigned adult ADHD. Our model
showed greater predictive accuracy than any other existing tools for identifying malingered ADHD, with an
Area Under the Curve (AUC) of 0.98.
(3) We analyze our model using clinician interview results along with self and informant responses to various
psychological scales to infe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lingerers. By leveraging data collected
from our interview, mobile sensing, and psychological scales, we are able to unveil the behavioral,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ADHD malingerers as a whole.

2

RELATED WORK

2.1

Technology for Mental Health Evaluations

Mobile Sensing. Digital phenotyping and monitoring mental illnesses based on sensing technology have proven
effective in many contexts [1, 45, 50, 62]. Much research is devoted to detecting mental health issues, such as bipolar
disorder [2, 19], schizophrenia [64, 66], depression [53, 54], and stress [34, 70]. Some works have addressed mental
health issues in the college student population in particular [11, 16, 46, 65]. However, little work has explored the use of
mobile sensing methods to evaluate adult ADHD, especially the issue of malingering.
ADHD Evaluation. Prior work has developed technology to support ADHD assessment in ways other than mobile
sensing [71]. For example, Mock et al. [44] used touch interactions while solving multiple-choice math problems to
predict ADHD risk. However,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fourth-grade students, and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were used as ground truth without further validation. Spachos et al. [57] developed WHAAM to monitor ADHD
symptoms, but the app mainly focuses on providing a network for the caregivers of children with ADHD to easily track
ADHD behaviors and provide adequate interventions. Snappy App [69] is another mobile app developed for ADHD
detection, but it uses a single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to rate symptoms and uses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10] as ground truth for ADHD. Some works have used complex technology such as brain activity
analysis and eye movement analysis [12]. Still, the application of such systems is limited as the systems require active
user input and costly equipment. The research studies also do not take motivations to malinger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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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tecting Feigned Adult ADHD

Symptom Validity Tests (SVT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search in adopting objective measures - from classical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SVTs [33] to computer-aided methods [71] -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ADHD in
ways that could minimize issue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self-report based assessments. Yet, the results are not
very strong. Though there is some variability in the results, most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ASRS and
various neuropsychological tests were not effective in detecting ADHD malingering. Several studies suggest that using
several SVTs is the most effective but the predictive power of the approach is questionable; the Structured Inventory of
Malingered Symptomatology (SIMS) [18] showed 100% specificity but low sensitivity (.36-.52), and using the criterion
of failure of 2 or more SVTs had a sensitivity of .475 and a specificity of 1.00 [27]. Some studies have found no success
with using the SVTs [24, 48, 60, 68].
There are also issues concerning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studies. In the existing studies, participants are
split into groups, usually the control group, the group coached to feign ADHD, and the true ADHD group. Then, the
malingerers are classified based on different cutoffs, on the basis that those instructed to malinger tend to overexaggerate
and perform worse than the clinical group [18, 61]. However, such experimental setup has some fundamental flaws.
Despite some success with the approach, a thorough review of prior work reveals that the profiles between individuals
who malinger and those who do not are too similar to draw solid conclusions solely from SVTs [47]. Furthermore,
a significant portion of malingerers today are people who actually experience ADHD symptoms to an extent, while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desiring to be diagnosed with ADHD [21, 47]. However, groups instructed to malinger
ADHD typically consisted of individuals with no true intent or interest to malinger ADHD in reality. Thus, the ecological
validity of the classification results or the generalizability of the results to subtle malingerers is questionable. In fact, a
study revealed that detection of exaggeration was consistently poorer than detection of feigning [20].
Independently Developed Scales. Although SVTs show moderate performance overall, the tests are less than ideal
for most primary care settings as they are very costly, time-consuming, and require an expert for administration and
interpretation [28]. Thus, some researchers have taken a step further to create stand-alone tools developed explicitly for
detecting feigned ADHD. For instance, Harrison et al. designed the Exaggeration Index (EI) to discriminate between those
suspected or instructed to malinger ADHD and all other clinical groups [22]. However, the new measure demonstrated
great specificity (.97) but poor sensitivity (.24). There were some scales with adequate predictive power. Courrégé et al.
[9] also developed the ADHD Symptom Infrequency Scale (ASIS), which can identify feigned or exaggerated symptoms
of ADHD with strong sensitivity (.79-.86) and specificity (.89). Ramachandran et al. conducted a thorough study to
develop the Subtle ADHD Malingering Screener (SAMS) [52] with sensitivity of .90 and specificity of .80. Though the
scales can offer detailed insight into the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malingerers, the scales were developed
using experimental designs rather than a real-world population. Also, people would easily be able to learn how to
fabricate their answers in the long run.

3

PROCEDURE AND USER STUDY

This work is motivated by the intuition that capturing the influence of subtle malingering on self-assessment and
using mobile sensors as objective measures for longitudinal tracking purposes can benefit the overall ADHD diagnosis
process. We presume that it is difficult or almost impossible to feign symptoms of ADHD detected via mobile sensing
for an extended period. Thus, the detection of intentional malingering is less of an issue in the case of mobile sensing.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who subconsciously exaggerate their symptoms are likely to actually experience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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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to an extent. Hence, our concern is to detect and classify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btle malingerers
using mobile sensors. Then we use data from surveys and interviews to additionally understand and explai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traits of the individuals.
3.1

Study Procedures

Studies that investigate intentional malingering of ADHD typically recruit neurotypical participants and instruct a
subgroup of them to display behaviors of malingerers [15, 26, 56]. However, as we intend to study subtle malingerers
who unintentionally report exaggerated symptoms of ADHD, we have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in recruiting our
participants. As shown in Figure 2, we want to determine the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and true negative
(TN) groups from self-reports of ADHD symptoms in respect to the clinical diagnosis results, whereby the FP group
represents subtle malingerers. Each group represents the following:
• The TP Group: individuals who self-screened as having adult ADHD, and were formally diagnosed likewise
• The TN Group: individuals who self-screened negative, and were diagnosed as not having adult ADHD
• The FP Group: individuals who self-screened as having adult ADHD, but were diagnosed as not having adult
ADHD (i.e., the subtle malingerers; the individuals who tend to exaggerate their symptoms)
• The FN Group: individuals who self-screened negative, but were formally diagnosed with adult ADHD
• The TP & FN Groups: individuals formally diagnosed with adult ADHD, regardless of self-screening results
To validate our motivation, we conduct an IRB-approved study on the participant group. Figure 1 illustrates the
overall study procedure and methods. Our research employs a three-phase study process.
3.1.1 Phase 1 (Section 4). We first conduct a motivational study to test our hypotheses that 1) some adult participants
tend to unintentionally report exaggerated symptoms of ADHD and that 2) existing ADHD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ASRS are not sensitive to such behaviors of subtle malingering. To this day, conducting a clinical interview
and administering ADHD behavior rating scales are the essential parts of adult ADHD diagnosis, as stipulated in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guidelines. Thus, we ask the participants to answer the ASRS, a self-report
survey for adult ADHD, and then attend an interview with clinical experts for formal ADHD diagnosis. We first
confirm, through the self-screening results, that exaggerated reports of ADHD symptoms are in fact common among our
participants. Then, combining the results from the self-reports with those from formal diagnosis, we identify the subtle
malingerers (i.e., people that unintentionally exaggerate their symptoms); that is, participants who subtly malinger
are revealed as false positives, which are the participants that were screened via self-reports but were not actually
diagnosed upon formal examinations.
3.1.2 Phase 2. This phase consists of a daily tracking procedure that leverages smartphone sensing, and a machine
learning model evaluation procedure to predict the subtle malingerers. To obtain behavioral patterns of the participants,
we collect Bluetooth, GPS, call, activity recognition, screen event, notifications, and app usage data using our passive
sensing app over 22 days. We then extract a superset of features that cover a range of behavioral patterns. To build a
prediction modeling using sensing features to classify subtle malingerers, we first select features based on the variance
of the feature set. We further reduce the dimensionality of the features by apply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on the features. We employ the principal components (PCs) obtained from PCA to build prediction models using five
classifiers: logistic regression (LR), random forest (RF), naive Bayes (NB), k-nearest neighbors (KNN), and support vector
machines (SVMs). We validate and evaluate our model by performing a 5-fold Group K-fold cross-validation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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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usion matrix of self report and clinical diagnosis

3.1.3 Phase 3. We explore the implications our sensing features have for the prediction of subtle malingering in a
two-step process. First, we perfor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ividual sensing features and the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We build binary prediction models using individual sensing features to understand how each feature
relates to subtle malingering. In performing this analysis, we analyze the factor loadings the sensing features have with
each PC and select sensing features with high loadings. We in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ing features and the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from the coefficient of each of the regression models, upon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e models using F-scores. Second, we perform association analysis on the selected sensing features and the survey
data we collected. For each sensing feature, we select scales with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izes of 0.3 or greater.
Then, considering the coefficients from individual sensing feature prediction model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ensing feature and survey, we validate whether each selected survey is related to subtle malingering coherently. We
utilize surveys that display consistent associations with subtle malingering to understand our model and explore the
possibl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tle malingerers.
3.2

User Study

Participants. 40 undergraduate students (F=19, M=21) participated in the user study, 37 of whom (F=19, M=18)
participated in all phases of our study. The average age of the 37 participants was 21.5 (SD=1.94), ranging from 19 to 26.
Participants were recruited via a school community website widely used among the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22 days, which included the last week of summer vacation and the first two weeks of the Fall semester of 2020. The
ASRS was administered on the first day of the study, along with the 54 psychological scales needed for Phase 3. Each
participant attended the clinical diagnostic procedure in a scheduled time slot during the second week of the study.
The sensing data collection process in Phase 2 was run every day throughout the 22 day period. Students who were
planning to take at least 9 credits and are currently not engaged in a full-time occupation we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ddition, recruitment was limited to Android phone users with an OS version 10.0 installed. Participants were offered
up to USD 88.5, with a bonus $27 for full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study.
Psychological Scales To use for analysis in Phase 3, we utilize 54 psychological scales reflecting a range of
psychological traits and states that help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A group of scales such as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depression scale (PH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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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General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GAD-7) [58], Bipolar Spectrum Diagnostic Scale (BSDS) [63], and the Sleep
Disorders Symptom Checklist-17 (SDS-CL-17) [25] screen the common comorbid mental health disorders of adult ADHD.
Correlates of adult ADHD revealed in the literature are measured using scales such as the Risk Propensity Scale (RPS)
[43], the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RFQ) [32], the General Procrastination Scale (GPS-9) [55], the 12-item short
form of the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BPAQ-SF) [5], the Boredom Proneness Scale Short Form (BPS-SR)
[59], and the 30 Preliminary IPIP scales [17] measuring constructs similar to those in Cloning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8]. We also employ scales that measure gener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hort 15-item Big Five Inventory (BFI-S) [39], the Gratitude Questionnaire (GQ-6) [37], the Revised Self-Monitoring Scale
(RSMS) [4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13], an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Mindfulness Scale-Revised
(CAMS-R) [14]. We gather responses to a total of 492 individual survey questions from each participant.
Diagnostic Considerations. There were a few difficulties we encountered due to some unique characteristics of
adult ADHD diagnostic process.
First, the TP group had to consist of people that are not on medication. As stimulant medications are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ADHD symptoms, those on medication may not display the true characteristics of ADHD patients before
diagnosis. However, medications are the most recommended treatment for ADHD symptoms, and most patients
diagnosed with adult ADHD take stimulant medications daily. As such, we recruited people who have not been
diagnosed with adult ADHD previously and went through the formal diagnostic procedures with each participant.
Second, the FP group had to be determined based on self-screened results from the ASRS. Due to the unobservable
nature of the human mind, risks and uncertainties in diagnosing psychiatric disorders are fundamental and inevitable.
Therefore, repeating and overturning a diagnosis, by its nature, is unconventional and should be an extremely careful
process. We chose to classify the FP group by first administering the ASRS to obtain self-screened results and then
employing diagnosis from the clinical interviews as the ground truth.
Finally, ground truth for ADHD diagnosis had to be obtained from clinicians with sufficient experience and expertise
in detecting comorbid conditions and malingering of ADHD. The diagnostic procedure in our study was administered by
two experts in the field; the clinical psychologist received training in adult ADHD diagnosis, and the school psychiatrist
had years of experience in diagnosing and treating students at the university the participants are matriculated at. As
one of the two psychiatrists at the university, the clinician most likely has enough understanding of the university
culture and insights into assessing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at the students express. Neither one of the evaluators
was aware of our research hypothesis.
Privacy Considerations & Data Management. As important as the quality of acquired data was participants’
privacy since our sensing system inevitably collects sensitive data including mobile sensor data and psychological
survey results.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nformed about details on what kind of sensor data will
be collected and signed a consent form. We kept the participant data anonymized throughout the study by allocating
random IDs to each participant and keeping the map separate from all other data. The sensing data was stored on
secure servers and access was limited to the researchers.
Compliance and Data Quality. Most participants remained participative throughout the study, resulting in highquality data from 37 out of 40 participants. Two participants dropped out during the study. We omitted one participant
in the analysis phase due to the poor quality of sensor data associated with device-specific problems in the hardware
sensors. To achieve high data quality, we maintained a script for monitoring purposes and examined the sensor data on
the server on a daily basis. A message was sent via a chatbot to participants in cases of incompliance, such as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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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the GPS or Bluetooth sensors. As a result, data from all 37 remaining participants demonstrated high data quality,
with negligible levels of missing data. In total, we collected 4,021,192 usage logs from 37 participants over 22 days.
4

PHASE 1: MOTIVATIONAL STUDY

We confirm our hypothesis by identifying the group of participants that report exaggerated symptoms of adult ADHD
via formal diagnosis. We administer the Adult ADHD Self-Report Scale (ASRS) to the participants to obtain self-reported
levels of ADHD symptoms and then perform formal diagnosis by trained experts. Our motivational study reveals 14
subtle malingerers, as only 3 out of the 17 self-screened participants were actually diagnosed with ADHD.
4.1

Self-Screening

4.1.1 The ASRS. The ASRS is a widely used self-report screening scale of adult ADHD developed by the WHO [31].
Though it is a widely accepted screening tool for formal diagnostic procedures, the assessment is easily subject to
misjudgments as it relies heavily on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self. The ASRS includes 18 questions about
the frequency of recent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 Criterion
A symptoms of adult ADHD [3]. The ASRS screener consists of six Likert scale questions out of the 18 questions,
and four or more marks above the set cutoffs indicate a need for further examinations. Compared to the unweighted
18-question ASRS, the unweighted ASRS screener showed better sensitivity (68.7% vs. 56.3%), specificity (99.5% vs.
98.3%), and total classification accuracy (97.9% vs. 96.2%). Also, the criteria for diagnosing ADHD in DSM-5 have been
loosened in comparison to those in DSM-IV [49]. Since we conjectured that our participant group is likely to report
exaggerated symptoms of ADHD, we use the ASRS screener based on DSV-IV Criteria to ensure more specific and
accurate self-screening.
4.1.2 Self-screening Resul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ASRS twice across the 2-week interval of
the study. Upon administration of the ASRS, almost half of the remaining participants (17 out of 37) were screened.
Considering that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context where attention and impulse control is highly desirable,
the results imply that many participants did in fact exaggerate their symptoms of ADHD. Also, despite the fact that
the ASRS has a high specificity of 99.5%, the screening tool was not very effective in specifying clinical levels of adult
ADHD in our participant group. We additionally administered the ASRS screener twice throughout our study to confirm
that the results from the first time were not coincidental. We evaluated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three responses
of ASRS self-ratings us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estimate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
calculated based on single rating, absolute-agreement, 2-way mixed-effects model [35]. The results indicated good
reliability with an ICC of 0.75 (CI = .59-.86) [35].
4.2

Clinical Diagnosis

4.2.1 Diagnostic Procedure. To obtain the ground truth of adult ADHD diagnosis, participants attended a clinical
interview performed by a trained clinical psychologist and an experienced psychiatrist. The psychologist conducted
validated clinical interviews using the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5 (SCID-5) to thoroughly examine the
participants’ possibility of having ADHD. The SCID-5 is the most recent version of SCID, a widely used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meets criteria for DSM disorders [3].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the psychiatrist made a final diagnosis along with further classification of the subtype of ADHD inattentive, hyperactive, or combined. Additionally, clinical assessment of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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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lar disorder,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was conducted using the native language version of

54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 [40]. The M.I.N.I. is a short structured diagnostic interview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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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 and ICD-10 psychiatric disorders. The additional interviews ensured the absence (or presence) of comorbid
diseases or conditions that may resemble symptoms of adult ADHD, such as frequent mood swings or lack of focus.
The clinician and psychiatrist both had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The psychiatrist especially had years of experience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that express concerns about having adult ADHD. However, the clinician and psychiatrist were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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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research hypothesis and were asked to carry out their usual procedures in diagnosing ADHD and comor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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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they were not obligated to respond to the questions during the interview if

64

they felt uncomfortable. In addition, they were notified that the diagnostic results would not be disclosed to them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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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research. Participants attended the interview via phone call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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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Diagnostic Results. Results from the clinical interview revealed that only four participants (3 out of th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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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that self-screened positive using the ASRS, and one false negative) were diagnosed as having adult ADHD.

70

Two participants belonged to the hyperactive-impulsive type, and the other two were each classified as the inatten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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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types. As seen in Figure 2, we identified 14 FPs, 3 TPs, 1 FN, and 19 TNs from the results of self-scree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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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The evaluators commented that several participants reported excessive worries about their inatten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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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ulsivity. The pieces of evidence given by some of the participants as inattentive or hyperactive/impul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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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 include not strictly adhering to schedules at times and not being able to focus when listening to online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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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lf-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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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of the participants that belong to the FP group often felt overwhelmed by tasks at hand, much more so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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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N group. 43% of the FP group often fidget or squirm, possibly indicating states of boredom and/or anxiety. Also, a

80
81
82
83

portion of them reported feelings of chronic fatigue and emptiness. On the other hand, the FP group seemed to display
little to no impulsivity or hyperactivity. (Note that the TP group in our study consists of three participants that showed
clinical levels of hyperactivity-impul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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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examples provided by the FP group in giving positive answers on the SCID-5 were evaluated a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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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s. As the interviewers commented, some of our participants took even small signs of inattention or impul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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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eriously. For example, answers given to question H5 in the SCID-5 (i.e., often does not follow throug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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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and fails to finish schoolwork, chores, or duties in the workplace) include: "I have trouble finishing all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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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hen many assignments are given at once", "I put off work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college. But I do tend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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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y assignments", and "I try to do extra work for self-improvement, but often fail to focus". Some respons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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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lost any purpose in life. I am not depressed, but I do feel lethargic", "I feel empty, and I don’t find my work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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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and "I often use my smartphone while I’m doing my assignments or when I’m attending my lectures"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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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ings of emptiness and boredom. Some participants in the FP group reported that they often procrastinat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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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ndividuals fail to manage feelings of overwhelming pressure that they begin to procrastinate. The F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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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y experiences a lot of stress due to reasons such as academic pressure, low self-efficacy, or perfection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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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rastinating some of their tasks. Examples of such responses were "I have trouble sticking to my long-term plan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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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avoid them", and "I want to procrastinate my graduation thesis. It is too overwhe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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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study, the diagnostic procedures were supervised by a school psychiatrist with a profound knowledge and
expertise in not only adult ADHD diagnosis but also the student group. However, in most cases, clinicians are un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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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emographics of the client. In fact,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re much more frequently diagnosed with adult

104

10

36

ADHD than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even in countries where there is a stigma against psychiatric illnesses and
little or no accommodations for such [38]. Thus, the results from our motivational study provide a compelling case
to confirm our hypothesis; the inherent issue of subjectivity in using self-reported symptoms for ADHD diagnosis may
contaminate the outcome of the ADHD diagnosis in certain populations.
5

PHASE 2: PREDICTING THE SUBTLE MALINGERERS

5.1

Smartphone Sensing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use of smartphone sensing to predict subtle malingering in adult ADHD diagnosis.
Though extant approaches are somewhat useful in assessing the validity of expressed symptoms, we propose that
smartphone sensing is particularly useful in assessing adult ADHD for the following reasons.
Bias-free Assessment. Passive sensing data, coupled with the capability of smartphones to passively track behaviors
for an extended period, could minimize the influence of bias or intentionality in adult ADHD diagnosis. Unlike the
procedure of diagnosing ADHD in children, informant ratings are seldom used. Most diagnostic procedures, such as
clinical interviews and the ASRS, rely on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symptoms and behaviors. However, people often
lose objectivity and lack insight into their behaviors. Existing assessment tools such as selected neuropsychological
tests accounting for this issue lack merit, even with the problems of high cost and low diagnostic accuracy aside. Also,
sensing data can be used to verify subjective reports of ADHD symptoms, as long-term tracking may nullify efforts to
malinger the deficit. As such, smartphone sensing is particularly useful in providing an additional source of objectivity
to the diagnostic process.
Diagnosing at Scale. To this day, conducting clinical interview and administering ADHD behavior rating scales are
the essential parts of adult ADHD diagnosis, as stipulated in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guidelines.
However, many psychiatrists lack specific expertise in diagnosing adult ADHD; as many as 66% of 400 primary care
physicians (PCPs) in a study [42] admitted they have inadequate knowledge and training to diagnose ADHD. Hence,
many individuals do not have access to diagnosis by PCPs with expertise in adult ADHD, including the knowledge on
ADHD malingering and comorbid disorders. Our sensor-enabled framework could serve as an affordable, robust, and
easily scalable ADHD detection system to assist evaluation and increase awareness of ADHD symptoms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PCPs likewise.
Long-term Passive Tracking. ADHD diagnosis requires a reasonably accurate and insightful retrospective selfassessment of one’s behaviors over a lengthy time period. As such, longitudinal behavioral patterns captured using
mobile sensors could complement treatment and diagnosis. According to the DSM-5 diagnostic criteria for adult ADHD,
one must display persistence of symptoms for at least six months. Thus, the validity of assessment - even in the context
of formal diagnosis - could easily be compromised by the poor recall of past experiences. Traditional daily tracking
methods could be employed, but are impractical as they require active user input. Smartphones are embedded with
multiple sensors that can capture a range of daily behaviors passively and are ubiquitous devices that people most
frequently use. In that sense, there are few alternatives to the use of smartphones.
5.2

Sensing Features

5.2.1 Data Collection. We acquire phone usage and sensor data by utilizing our sensing app. The sensing app collects
five different types of phone usage data (i.e., call, app usage, notification, screen events, Bluetooth) and two types
of sensing data (i.e., motion, location). The notification, motion, and screen data are stored upon every event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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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ensor data collected by Dopameter

Sensor

Data Collected

Feature

App Usage

first/last timestamp, total time
foreground/visible, app package name
timestamp, device type, device class
signal strength, device name
timestamp, type (incoming, outgoing),
duration, phone number in hash
timestamp, latitude, longitude, altitude

app usage by category

Bluetooth
Call
Location

Motion
Notifications
Screen Event
1
2

timestamp, transition (enter/exit),
type (walking, vehicle, etc)
timestamp, app package name,
type (received, dismissed, clicked, etc)
timestamp, type (on, off, phone unlocked)

freq. of interactions with encountered devices,
ratio of close devices1 to total devices
freq. of incoming/outgoing phone calls
total distance traveled,
coverage area2 ,
no. of unique places visited,
time spent at home
freq. of each motion,
duration of each motion
notifications by app category
duration of screen on/phone unlock sessions,
sessions with durations ≤ 3/5 seconds

RSSI signal ≤ -60dBm
computed based on [6]

receiving or clicking on a notification, unlocking the screen, changing in motion from walking to running). The light
tracker is designed to detect and save light intensity at 5-minute intervals. The app passively collects sensing data in
an unobtrusive manner once a user installs and starts our app, requiring no further user interaction afterward. While
running in the background, the app status is displayed on the status bar at all times. The app restarts automatically
when the phone is rebooted. The app uploads the attained data to our data collection server every six hours; the data
upload happens at the next cycle when the device has a sufficient battery or is connected to WiFi.
5.2.2 Feature Extraction. As little prior work has investigated the inner workings of subtle malingerers’ psychology,
we try to obtain a superset of features we could attract from all eight sensors to explore a range of behavioral patterns.
We draw on features from previous research on mobile sensing to extract behavioral features from smartphone sensing
data. As presented in Table 1, we extract any major features from each sensor such as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app usage, incoming and outgoing call, motion (e.g., walking, vehicle ride), notification dismissal or click, or screen
event (i.e., screen on and phone unlock). Note that screen on events reflect the act of pressing the power button, while
phone unlock events indicate the actual use of the phone by swiping the lock screen upon turning the screen on.
Upon extracting the basic features, we compute the average, median, maximum, and standard deviations of each set of
sensing data across 22 days. In order to analyze behavioral characteristics within specific time periods, we also compute
features by dividing time across the day into daily epochs (i.e., night 12am-8am, day 8am-4pm, evening 4pm-12am). We
also make variations specific to each sensor and obtain a superset of 403 features:
(1) To analyze app usage data in more detail, we crawl category information for each app from Google Play. Of
the 17 categories crawled, we remove 5 categories with too many zeros, modify a few wrongly categorized
packages, and obtain 12 categories of apps - education, shopping, communication, browser, email, photography,
organization, travel, fitness/health, weather, game,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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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umulative variability in the data explained by the top n principal components.

(2) To infer mobility patterns of the participants, we extract the total distance traveled, the radius of gyration, and
the number of places visited from GPS data. To extract the features, we first compute the movement trajectories
(i.e., sequence of places visited) within given time intervals. Then, we leverage a time-based clustering algorithm
to determine significant places and relevant trajectories. A distance threshold of 30 meters and a time threshold
of 5 minutes are employed. Using an algorithm from the literature [6], we merge identical geographic locations
assigned with different coordinates or IDs.
(3) We utilize Bluetooth sensor data to compute the frequency of encounters with known devices and the ratio of
devices within proximity to estimate the diversity and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s. We consider a device is
within proximity when the RSSI signal strength is less than or equal to -60dBm, as prior work states that two
phones within 2 to 4 meter distances apart from each other cover a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value of -60dBm to -50dBm under ideal indoor circumstances.
(4) We also extract the frequency of screen on sessions with a duration of 3 seconds or less, and phone unlock
sessions that last 5 seconds or less. This is to capture behaviors of frequently checking the phone without
further use, such as habitually picking up the phone for checking the time or notifications only.
5.3

Model and Prediction

5.3.1 Model Validation. In this study, we use behavioral features extracted from passive sensing data to predict subtle
malingering of adult ADHD symptoms. We consider this as a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of differentiating the subtle
malingerers from the rest.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can be identified as the FP group; that is,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as having ADHD but are not diagnosed with ADHD upon formal diagnosis.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include those diagnosed as having ADHD (i.e., the tru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groups) and those who correctly
identified themselves as not having ADHD (i.e., the true negative group).
To prevent overfitting our model, we select a more representative subset of the features. We obtain 29 features with
higher variance,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F-statistic. To further reduce the feature dimensionality, we
perform PCA on the matrix of 29 features and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each participant for subtle malingering. We
assess the prediction performance using a different set of PCs that explain 74%, 81%, 86%, 89%, and 92% of the cumu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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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ed variance ratio. The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is illustrated in Figure 3. We observe that six PCs that
explain approximately 81% of the variance of our matrix are most suitable for our analysis.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s of different classifiers using PCA data

Classifier

Acc.

F-score

Sen.

Spec.

AUC

LR
SVM
KNN
RF
NB

0.92 (0.03)
0.83 (0.08)
0.87 (0.04)
0.92 (0.03)
0.84 (0.08)

0.89 (0.05)
0.8 (0.11)
0.84 (0.04)
0.86 (0.06)
0.74 (0.12)

0.87 (0.08)
0.87 (0.13)
0.87 (0.08)
0.83 (0.11)
0.67 (0.15)

0.96 (0.04)
0.81 (0.09)
0.87 (0.08)
0.96 (0.04)
0.95 (0.05)

0.98 (0.02)
0.94 (0.05)
0.92 (0.05)
0.92 (0.05)
0.88 (0.06)

Note. Darkly shaded row indicates the classifier with the best performance. Acc.:
accuracy, Sen.: sensitivity, Spec.: specificity. LR: Logistic Regression, SVM: Support
Vector Machine, KNN: K-Nearest Neighbor, RF: Random Forest, NB: Naive Bayes.
Standard errors are given in parentheses.

Fig. 4. Mean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across 5 folds using different data

Using the 6 PCs selected, we train our model to predict the subtle malingerers. We select five different algorithms logistic regression (LR), support vector machine (SVM), k-nearest neighbors (KNN), decision tree (DT), and random
forest (RF) - to train and evaluate our model. We first perform a Group 5-fold cross-validation (CV) and a grid search to
find the best hyper-parameters for each model and prevent overfitting. Both the inner and outer CV schemes are 5-fold.
The outer CV process yields 7 participants for the test set and the rest for training.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r
models, we compute the following five metrics for each model: accuracy, F-scor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rea under
the ROC curve (AUC). We empirically determine the prediction threshold (i.e., cut-off) to a value that prioritizes the
F-score.
5.3.2 Classification Results. As presented in Table 2, the LR classifier achieved the highest scores across all evaluation
metrics. The mean metrics across the five folds were accuracy=0.92, F-score=0.89, sensitivity=0.87, specificity=0.96, and
AUC=0.98. The model demonstrated strong predictive power with high total classification accuracy and AUC.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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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the prediction model that we built using sensing features is effective in classifying subtle malingerers from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Figure 4 illustrates the mean ROC curve of the LR classifier performance across five folds.
6

PHASE 3: UNDERSTANDING OUR MODEL

In this section, we aim to understand our model - which sensing features contributed in what ways to our model, and
what the sensing features represent in terms of self-assessed measurements on psychological scales - through a two-step
analysis process. We first perform regression analysis using each sensing feature (rather than using all sensing features
at once) to classify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then correlat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association
between the sensing features and the psychological scale data. Though mobile sensing offers some unique benefits such
as the capability for ubiquitous and passive long-term tracking, sensing data only reflects behavioral patterns in an
abstract manner. It is necessary that we estimate the interpretability of our models, as the diagnosis of adult ADHD
or subtle malingering both concern the realm of psychiatry. Research in the area seeks an understanding of clinical
phenomena and theory-driven approaches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while reducing unforeseen side
effects. Thus, through this analysis, we hope to g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ications our
model has for the psychology of the subtle malingerers.
Table 3. Sensor features

6.1

No.

Feature

Coef.

F-scor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o. of unique far Bluetooth devices during the evening
No. of phone unlock events with durations ≤ 5 sec in a day
Mean duration of walking motion activity in a day
Mean duration of walking motion activity during the daytime
Mean duration of vehicle motion activity during the daytime
Mean no. of outgoing calls in a day
Time spent at home during the daytime
Mean no. of phone unlock events during the daytime
Mean no. of vehicle motion activity in a day
No. of places visited during the evening
Time spent at home during the evening
Mean duration of communication app use in foreground in a day
Sd. of no. of outgoing calls in a day

-0.935
-0.937
-1.130
-1.316
-1.016
-1.425
0.820
-1.115
-1.369
-0.694
0.842
-0.355
-0.517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67
0.67
0.67
0.67
0.6
0.6

Regression Analysis

Here we aim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ing features and subtle malingering. Since the likelihood or extent
of subtle malingering cannot be expressed on a continuous scale, we are not able to perform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on the data. Instead, we choose to assess the coefficien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valuation. We first
choose sensing features that contributed much to our model; that is we select sensing features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PCs by identifying those with loadings of 0.65 or higher. We obtain 14 features that meet the condition. Then, to
prevent an over-representation of similar features, we use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to remove correlated
features. The VIF values are used to diagnose multicollinearity among features (i.e., the extent of correlation between
one feature and other features in a model). In general, VIF values greater than 10 are considered highly correlated; we
remove features until the largest VIF value is smaller than 10 and obtain our final set of sensing features to u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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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s associated with survey data

No.

Traits that predict subtle malingering

Associated sensing featur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Higher likelihood of bipolar disorder
Higher aggression
Higher anger
Higher physical aggression
Higher boredom proneness
Higher procrastination
Lower promotion-focus
Lower persistence
Lower initiative
Lower competence
Lower achievement-striving
Lower industriousness
Lower self-directedness
Lower optimism
Lower impulse control
Higher rebelliousness
Lower agreeableness
Lower conscientiousness
Lower flourishing
Lower gratitude
Lower self-monitoring

1 (+), 9 (+)
1 (-), 3 (-), 4 (-), 10 (-), 11 (+)
1 (-), 3 (-), 4 (-), 7 (+), 11 (+)
1 (-), 4 (-), 7 (+), 11 (+)
3 (-), 5 (-), 6 (-), 9 (-), 12 (-)
3 (-), 6 (-), 10 (-)
6 (+), 10 (+), 11 (-), 12 (+)
6 (+), 9 (+), 10 (+), 11 (-), 12 (+), 13 (+)
6 (+), 12 (+)
6 (+), 9 (+), 10 (+), 11 (-), 12 (+), 13 (+)
6 (+), 7 (-), 13 (+)
3 (+), 4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3 (+), 4 (+), 10 (+), 12 (+)
3 (+), 4 (+), 5 (+), 9 (+), 10 (+), 12 (+)
3 (+), 4 (+), 10 (+), 12 (+)
1 (-), 11 (+)
7 (-), 10 (+), 11 (-)
6 (+), 9 (+), 13 (+)
3 (+), 4 (+), 10 (+), 12 (+)
4 (+), 6 (+), 7 (-), 10 (+)
6 (+), 9 (+), 12 (+), 13 (+)

Note. (+) and (-)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coefficients from individual featur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pectively.
The sensing feature numbers can be found in Table 3.

analysis in this section. We remove one feature and obtain 13 sensing features. Then, we train each of the 13 sensing
features to classify participants into the FP group (i.e., subtle malingerers) and the rest (i.e., TP, TN, and FN groups) using
sensing features. We leverage a nested 5-fold cross-validation (CV) and a grid search to find the best hyper-parameters
for each model and prevent over-fitting.
We first use coefficient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understand how each of the 13 sensing features is
associated with our model. The coefficients from each model are as listed in Table 3. All models showed adequate
predictive power for a single feature prediction model, with F-scores of 0.6 or greater. This suggests that the coefficients
from the models can justifiably be used to interpret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sensing features and subtle malingering.
Specifically, the coefficients signify the relationship each sensing feature has with the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that is, a positive coefficient implies a higher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for higher magnitudes of the corresponding
sensing feature and vice versa. In our analysis, coefficients of most features were negative with the exception of two
features.
6.2

Correlation Analysis

To assess the meaning of the sensing features in term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 experiment with the
association between the 13 sensing features used for regression analysis and responses to a group of psychological
scales. A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0.3 or greater are regarded as significant by convention, we employ 0.3 as the cutoff
to determine the cases of meaningful associations. We found 35 such scales out of 54 scales that we administered. There

42

were cases where a single survey had multiple instances of meaningful associations with distinct sensing features. Thus,
we determine whether the directions of association between the survey data and the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are consistent by taking both the coefficien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into account. We
found that one scale, which measures levels of extravagance, shows inconsistent associations. Moreover, 11 surveys had
only one instance of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ensing features. We eliminate such 12 scales with insufficient
explanatory power from further analysis. All other scales yielded coherent results, implying that the model we built
using sensing features, in fact, yield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rediction of subtle malingering.
The implications of the remaining 21 survey features for subtle malingering and their directions of correlation with
sensing features are as demonstrated in Table 4. Using data from psychological scales, we find that higher levels of
self-reported likelihood of bipolar disorder, (physical) aggression, anger, boredom proneness, procrastination, and
rebelliousness are useful in predicting a higher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On the other hand, a higher likelihood
of being classified as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seems to b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elf-assessed promotionfocus, persistence, initiative, competence, achievement-striving, industriousness, self-directedness, optimism, impulse
control,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flourishing, gratitude, and self-monitoring. The table also shows how eac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is related to the sensing features. For example, higher self-reported levels of aggression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unique Bluetooth devices in far distances during the evening, the daily mean
duration of walking motion activity, the mean duration of walking motion activity during the daytime, and the number
of places visited during the evening. The trai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ime spent at home during the evening
epoch.

7

DISCUSSION

7.1

Understanding the Subtle Malingerers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offer some insight into how various psychological traits relate
to the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However, classification of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during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gainst a heterogeneous group of participants (i.e., the TP, TN, and FN groups). While the
results from analysis in Phase 3 are useful in understanding our model, we need to perform additional analysis to truly
understand what the psychological surveys tell us about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Thus, we perform Student’s
t-test on the survey data between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and other groups, such as the groups diagnosed with
adult ADHD (i.e., the tru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groups) and the true negative group (i.e., those who correctly
assessed themselves as not having adult ADHD).
In this part of our analysis, we used Cohen’s d effect sizes - instead of p-values to determine the feature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P and diagnosed groups. The effect sizes measure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dependent of the sample sizes, not just the probability of the observed
differences. Because the sample size of the (TP+FN) is small, the effect sizes can give a much more accurate view of the
actual differences between our groups. An effect size of .20 indicates a small difference, .50 a medium difference, and
.80 a large difference. In this case, we set an absolute effect size of .80 or larger as our cut-off. We use the 21 selected
survey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in Phase 3 as those surveys provide a solid explanation for our prediction model.
First, we compare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against the groups that were diagnosed with ADHD. Of the 21 selected
surveys, 7 scales yielded high effect sizes. The results from the t-test on FP and the diagnosed groups (i.e., TP+FN groups)
are summarized in Table 5.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on each feature in the tabl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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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test between subtle malingering vs. ADHD diagnosed groups using survey data

Scale

Subtle malingerers
Mean (SD)

ADHD diagnosed
Mean (SD)

t

d

3.24 (0.56)
2.41 (0.35)
10.21 (4.26)
6.57 (1.95)
20.5 (5.73)
3.24 (0.34)
34.79 (7.33)

4.02 (0.4)
2.9 (0.52)
14.75 (3.86)
9 (3.37)
26.25 (5.74)
3.55 (0.11)
40.75 (7.18)

2.578
2.231
1.909
1.876
1.768
1.748
1.441

1.550
1.342
1.148
1.128
1.063
1.051
0.866

Optimism
Rebelliousness
Bipolar disorder
Anger
Flourishing
Self-directedness
Self-monitoring

Note. Cohen’s d effect size = .20 small, .50 medium, and .80 large.
Table 6. t-test between subtle malingering vs. true negative groups using survey data

Scale

Subtle malingerers
Mean (SD)

True negatives
Mean (SD)

t

d

22.93 (4.32)
32.64 (5.58)
33.43 (4.75)
2.46 (0.52)
3.04 (0.36)
3.01 (0.41)
3.24 (0.56)
3.45 (0.38)
3.37 (0.53)
20.5 (5.73)
3.24 (0.34)
3.09 (0.48)

4.32 (17.68)
5.58 (37.11)
4.75 (25.63)
0.52 (3.11)
0.36 (3.51)
0.41 (3.51)
0.56 (3.79)
0.38 (3.83)
0.53 (3.82)
5.73 (24.89)
0.34 (3.54)
0.48 (3.52)

-3.354
3.158
-3.119
2.929
2.889
2.788
2.675
2.532
2.480
2.327
2.289
2.111

-1.219
1.148
-1.133
1.065
1.050
1.013
0.972
0.920
0.901
0.846
0.832
0.767

Boredom proneness
Gratitude
Procrastination
Initiative
Persistence
Impulse control
Optimism
Competence
Regulatory focus promotion
Flourishing
Self-directedness
Industriousness

Note. Cohen’s d effect size = .20 small, .50 medium, and .80 large.

The FP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ratings on scales that measure well-being (i.e., optimism, self-directedness,
and flourishing), impulsivity (i.e., rebelliousness, symptoms of bipolar disorder, and anger), and self-monitoring in
comparison to the ADHD group.
We also analyze the group mean difference between the TN group and the FP (i.e., subtle malingering) groups. The
results presented in Table 6 are those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mean differences. 12 of the 21 surveys revealed
significant results. Effect sizes of all results were at least 0.76, indicating strong effects.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rated themselves higher in levels of boredom proneness and procrastination. On the other hand, ratings on well-being
(i.e., gratitude, satisfaction, optimism), drive (i.e., initiative, persistence, competence, promotion focus, self-directedness,
industriousness), and impulse control were lower.
Results from our analysis indicate that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expresses lower levels of optimism and selfdirectedness in comparison to both those diagnosed with ADHD and the true negative group.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nterview results, as participants of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showed a tendency to express higher levels
of academic stress and feelings of emptiness than other groups. Moreover, the results tell us in detail the inner workings
- in particular, how and why each psychological scale feature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in Phase 3 was associated

44

with the likelihood of subtle malingering - of our analysis and features. For instance, lower levels of self-reported
competence and flourishing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classification into the subtle malingering group;
results from our t-test indicate that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subtle malingerers displayed lower levels of
competence and flourishing in comparison to the ADHD and true negative groups, respectively.
7.2

Comparison to Conventional Screening Tools

This work presents a novel approach based on the smartphone sensing method to provide an alternative method for
screening for subtle malingering of adult ADHD. Our study demonstrated that a prediction model using sensing features
can outperform any other assessment methods developed to detect malingering. The best combinations of performance
metrics of existing tools were sensitivity of .79-.86 and specificity of .89 [9], and sensitivity of .90 and specificity of .80
[52]. On the other hand, our model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with sensitivity of .87 and specificity of .96. Such
a sensor-enabled approach offers three additional benefits in assessing adult ADHD and the malingering of ADHD
symptoms. First, smartphone sensing offers objective behavioral data. This is particularly useful as the diagnostic
procedure for adult ADHD relies on subjective reports, which could easily be biased. College students in competitive
environments, for instance, are prone to overexaggerate their symptoms as they have a skewed reference group to make
objective judgments on ADHD symptoms. Second, mobile sensing is scalable. Access to qualified experts in diagnosing
adult ADHD is limited. Models built with the diagnosis from experts could be useful for providing both self-screening
and accurate diagnosis services at scale. Third, smartphones can passively collect data at all times for long periods of
time. As the diagnosis of adult ADHD requires the persistence of symptoms for at least six months, the capabilities for
long-term tracking is particularly useful.
7.3

Limitations and Future Work

Despite promising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bject to three major limitations. First, the sample size is
relatively small due to procedural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ubtle malingerers and the cost involved in administering
clinical diagnosis. The number of participants diagnosed with adult ADHD is particularly small. As such, we could
not build models that directly classify subtle malingerers from true positives. Second, all participants of our study are
recruited from an Asian university with distinct academic culture. The exact extent of generalizability of this study
is yet to be determined. Third, our experiment was conducted under the COVID-19 situation. Government policies
restricted movement and contact with other people during the time of our study. Data collected from sensors such
as GPS, Bluetooth, and motion, may have been affected by the circumstances. Due to these limitations, our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to the entire relevant subgroup of our target population. These limitations could be overcome by
validating our results in further research with larger and more diverse participant populations.
Future research could explicitly examine the feasibility of using behavioral sensing to screen intentional malingering
of adult ADHD symptoms. In Phase 1, we administered the ASRS, a self-report assessment of adult ADHD symptoms
formally acknowledged as a screening tool for clinical diagnosis. The scale had been validated extensively on a large
population and has a sensitivity of 68.7%, specificity of 99.5%, and total classification accuracy of 97.9%. Despite the
high specificity and accuracy, 17 out of the 37 participants in our study screened themselves as positive. To alleviate
such problems, we could obtain reports from observers or use objective data such as smartphone sensing data. Various
time windows could b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minimal duration of smartphone tracking required to identify
intentional malingering. Moreover, future work could also assess sensing feature-based models that predict adult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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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by obtaining data from a larger sample size with more participants diagnosed with ADHD. That way, a single
sensor-enabled framework could robustly and objectively predict the diagnosis and malingering of adult ADHD.
8

CONCLUSION

We believe that this is the first work that explores the application of a smartphone sensing method to screen subtle
malingering of adult ADHD. We proposed and rigorously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behavioral sensing data
to predict adult ADHD subtle malingering. First, we conducted clinical diagnosis on 37 participants and identified 14
false positives, those who indicated significant levels of ADHD symptoms but were not diagnosed with ADHD, as the
subtle malingerers. Then, we extract sensing features gathered from our 3-week-long user study and build a prediction
model using the 6 PCs that we obtained. In comparison to existing tools for screening subtle malingering, our model
demonstrates superior classification performance in terms of accuracy (.92), specificity (.96), and AUC (.98). We als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our model using a wide range of psychological scales. We
envision that our sensing-based assessment could be used to establish a robust, cost-effective, and scalable solution to
prevent overdiagnosis of adult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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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국제상사중재 실무에서 부각되고 있는 소송제도화 등의 문제를 표면상
의 기술적·절차적 문제로만 국한하여 이해하지 않고,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한계에서
그 근본 원인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은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법리적 판단에 구속
된다는 중재의 특성과, 법적 판단 과정에서 각각 안정화(安定化)와 최적화(最適化) 기
능을 수행하는 법리와 실무의 고유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
반을 둔다. ‘실무와 괴리된 법리’를 실정법상 모호성과 학설·판례상 비일관성의 두 축
으로 정의하고, 법리적 한계에 대한 광의의 관점과 협의의 관점을 포괄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1)실체의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의 적용 법리와
(2)이행곤란(Hardship) 법리를 선정하였다. 법조문 및 사례 분석 중심의 문헌 연구를
통해 각 법리의 내용을 개괄하고(3.1., 4.1.), 예비적 논의를 거친 뒤에(3.2., 4.2.),
내용의 모호성이나 적용방식의 비일관성으로 실무와 괴리를 보이는 지점을 분석하고 법
리의 구체화 방향을 제언하였다(3.3.-4., 4.3.).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리와 실무의 간
극 해소는 새로운 중재심리방법의 도입, 상사조정(commercial mediation)의 이용 확대,
하이브리드형 분쟁해결방식(Arb-Med-Arb 등)의 도입 등 기술과 절차의 개선에 국한되어
왔던 다른 방안들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시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는 국제상사중재 실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여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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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국제상거래의 빈도와 경제적 파급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상거래는 그 특성상
국내거래에 비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자주 분쟁에 직면하게 되면서도 그 해결은 보다 난
망하다는 점에서, 당해 상사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나 국
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경제 및 국제사법의 영역에 걸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차적
으로는 당사자들이 교섭(negotiation)에 의하여 분쟁 초기에 자율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
르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여러 행위자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루된 국
제상거래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안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의 실현과 그를 통한 공정하
고 우호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교섭 과정에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적 기관의 분쟁해결제도에 의거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제상사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가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
다. 중재(arbitration)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이다(한국중재법 제3조 1항).
상사중재란 상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사법상의 권리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중재를 뜻하며, 국제상사중재와 국내상사중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국제상사중재는 국경을 달리하는 상거래 당사자 간의 상사중재를 뜻하는데, 이 때 당사자들
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와 거래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 두 가지 기준을
“국제적(international)”인 것으로 보는 관행이 있다.2)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신속성과 경제성, 판단의 전문성, 임의이행확률의 확보, 변론기회의 보장, 비밀
유지, 공정성과 중립성, 우호적 해결 지향성, 국제적 집행 보장 등의 장점이 있어 소송의
대안으로 인식되어온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상거래가 빈번해지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그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3)
하지만 오늘날 국제상사중재는 중재절차의 정형화, 판정 지연, 중재비용 증대 등으로 소
송과 차별화되던 본래의 장점이 희석되고 ‘소송제도화’하는 경향에 직면해 있다. 이 때 전
술한 문제들을 단지 표면상의 기술적·절차적 문제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문제에 대
한 근원적 처방을 내릴 수 없는 피상적인 진단에 지나지 않는다. 여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들과 달리 거래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법리적 판단에 구속된다는 중재의 특성상, 실체
의 준거법과 구체적 법리의 적용 문제는 중재 절차와 판정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최근 국제상사중재의 소송화와 그로 인한 이용률 저하와 같은 국제상사중재 실무의 문
제들은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한계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상사중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1) 김광수·이양숙·이창훈,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서울: 보명BOOKS, 2012), p. 18.
2) UNI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 제1조 제3항은 “국제적(internationa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중재가 국제적(international)인 것은 다음의 특성을 갖고 있다. (a) 중재합의 당사자가 당해 합의
를 할 당시에 상이한 국가내(in different States)에 영업소(their place of business)를 두고 있
는 경우; 또는 (b) 다음 중에 어느 한 장소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국외(outside the State)에
있는 경우; ① 중재합의에서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중재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중재지; ② 상
업관계상의 사무의 실질적 부분이 이행되어야 하는 장소, 또는 그 분쟁의 주제사항(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장소; 또는 (c) 중재합의의 주제
사항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당사자들이 명백히 합의하였을 경우.”
3) 홍성규, 『국제상사중재』(서울: 도서출판 두남, 2002),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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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술과 절차의 개선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법리의 한계를 고찰하고
해당 법리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접근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상사중재 법리와 관련한 한국의 선행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
부분의 연구가 실정법 위주의 법조문 내용 기술에 치중되어, ‘법리와 실무 간 괴리’라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양자를 균형 있게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본론에서 다룰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에 관한 국내 서적으로는 오원석·최준선·허해관(서
울: 삼영사, 2018)의 역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이 유일하며, 오원석(1997,
1998, 1999, 2000). 최준선(2002), 안강현(2002), 최홍섭(1999, 2002). 오세창(2002), 배준
일(2001), 박상기(1998, 2000), 홍성규(2003, 2004, 2005, 2006) 등 저자들의 2000년대 초
반까지의 연구논문들은 당해 원칙에 관한 국제거래법 중심의 연구로서 실제 법원 및 중재판
정부에서 당해 원칙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4) 하지만 중재에 관한 학문
적 접근은 법리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 실무와 상관습, 사례분석 등을 통한 상학적
연구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바, 본 논문은 선행연구
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법리와 실무 간 괴리에 착목하는 학문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국제상사중재 실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제상사중재의 ‘법리적 한계’란 실체의 준거법 지정이라는 광의의 관점에서 정의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조항으로 법제화된 구체적 법리의 적용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정
의될 수도 있는데, 양자를 동시에 고찰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술한 바
와 같이 연구의 실무적 기여를 목표로 한다면, 중재절차의 개시 이전 준거법 지정 단계에
관련된 법리적 한계인 전자와, 중재절차의 개시 이후 사안에 대한 심리 및 판정 단계에 관
련된 법리적 한계인 후자를 동시에 고찰하는 실익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제상사중재의 소송화와 그로 인한 이용률 저하
등 최근 국제상사중재 실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한계에서 그 근
본 원인을 고찰하고, 법리의 구체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론의 논의에 앞서 제2장에서 본 논문 문제제기의 핵심 개념인 ‘실무와 괴리된 법리’ 개념
의 조작적 정의를 밝힌다. 제3장에서는 실체의 준거법 문제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
칙(PICC)」의 법체계상 지위와 실무상 적용의 문제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실무와 괴리를
보이는 국제상사중재 법리의 구체적 사례로서 이행곤란(Hardship) 법리의 적용 문제를 살펴
본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법리와 실무 간 괴리의 극복이 국제상사중재 실무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관해 제언한다.

II. 개념의 정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본 논문 문제제기의 핵심 개념인 ‘실무와 괴리된 법리’ 개념의 조
작적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법리(doctrine)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정법과 판례, 학
설을 소재로 만들어진 구체적 법명제들의 체계적 집합이다. 법리는 법률가가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법적 판단
4) 홍성규,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사례 분석,” 『중재연구』제21권 1호 (2011),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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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는 업무수행과정인 실무(practice)의 기반이 된다. 법리가 법적 판단의 실체적 규범
이자 합리적 판단의 틀로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안정화(安定化) 기능을 다
하고, 실무는 그 토대 위에서 규범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는 최적화(最適化) 기능을 수행
한다. 법리는 실정법을 소재로 한 구조화된 논리체계로서 어느 정도의 공고함과 고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리 자체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올바르
게 규율하기 위한 판단에 동원되는 틀이라는 점에서, 실정법에 기반을 두더라도 그 틀을 깨
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무와 연동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법리를 창조·해석
하는 과정은 곧 고정성과 유연성의 조정 작업이다.5)
본 논문은 법리를 구성하는 3요소인 실정법·판례·학설, 그리고 전술한 이론적 논의를 기
반으로 ‘실무와 괴리된 법리’를 다음의 (1) 또는 (2)의 특성을 보이는 법리로 정의한다.
(1) 모호성(ambiguity): 실정법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리
(2) 비일관성(inconsistency): 판례로 나타나는 법리의 적용 방식 및 결과, 또는 법리의 적
용에 관한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법리
(1)은 실정법의 측면, (2)는 판례·학설의 측면이다. ‘실무와 괴리된 법리’란 (1)과 (2)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의 특성을 보이는 법리로서, 전술한 안정화(安定化) 기능을 다하
지 못하는 법리이다.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존의 법리는 실무와 괴리된 것으로
서 성찰과 수정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제상사중재에서 나타나는 실무와 괴리된 법리
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고 제3장과 제4장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모호성 (실정법)
O

X
이행곤란-성립 판단(4.2.)

PICC-형평과 선 또는
비일관성

O

(학설, 판례)

우의적 중재인에 의한

이행곤란-CISG 제79조

적용(3.4.)

면책조항의 해석 및
보완으로서의 적용(4.3.)

X

PICC-무제한적 직접
지정방식을 통한 적용(3.3.)

<표 1>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조작적 정의

5) 권영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pp.
3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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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의 적용 문제
3.1. 원칙의 개괄
국제상사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 자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의 원칙(party’s autonomy principle)이 국제 저촉규범으로서 광
범위하게 인정된다. 동 원칙 하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준거법
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친숙하다는 이유로
자국의 준거법을 주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합의하지 못
하여 협상에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적용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적용될 세계적으로 통일된 실체적 법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CISG는
성안 당시 각국의 입장차이 때문에 필요한 규정들이 다수 삭제되는 등, 경성법적인 성격과
제정과정에서의
(internal

제도적·절차적

gap)이

존재하였다.6)

문제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기

외적공백(external
위한

gap)과

국제규범으로

내적공백

사법통일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1994년 「국
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을 공표하였다. 이어
서, 전판의 개정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사항들을 추가·신설하는 차원에서
2004년판, 2010년판, 2016년판이 공표된 바 있다. 가장 최근판인 「UNIDROIT Principles
2016(이하 ‘PICC’)」의 주된 목적은 장기계약상의 특별한 필요를 더 잘 고려하기 위함으로,
11개 장 2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UNILEX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PICC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국제
상사중재 실무에서의 PICC 활용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PICC가 인용된 판례 및 판
정사례 건수 동향은 다음과 같다.

6) 안건형(2011)의 정의에 따르면 외적공백(external gap)이란 CISG가 전혀 규율하지 않는 사항, 내
적공백(internal gap)이란 CISG에 의해 규율되지만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한다.
안건형, “UNIDROIT 원칙의 적용규칙에 관한 국제중재 판정사례 연구,” 『비교사법』 제18권 4호
(통권55호) (2011), p.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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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PICC 인용 판례 및 판정사례 통계자료7)
PICC(2004)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PICC 인용 판례 및
판정사례 건수가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5년을 기점으로
최근 인용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후술할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한계’와 연관지어
고찰해볼 수 있다.
(2021.10.22. 현재)
순위
1
2
3
3
5
6
7
7
7
10
10

국가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파라과이
우크라이나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호주
중국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판례 수
52건
29건
22건
22건
20건
16건
14건
14건
14건
12건
12건

<표 3> 각 국가 법원별 PICC 인용 판례 통계자료 (상위 10개국)8)

7) UNILEX 데이터베이스(www.unilex.info)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작성
8) UNILEX 데이터베이스(www.unilex.info)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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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를 인용한 판례의 국가는 41개국으로, 2011년 당시 22개국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보아 각국 법원들이 PICC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
대륙별 국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리적 분포뿐만 아니라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의 분
포도 고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후술할 내용과 연관지어 PICC의 특성 네 가지를 짚어본다. 첫째,
CISG와 같은 협약(convention)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 비준절차를 통하여 국내법화할 필
요가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ICC가 계약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PICC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 문제’를 대두시킨다(2.2.-2.3.). 둘째, PICC는 국제입
법과정을 거쳐 제정된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며, 현존하는 국제거래법을 재기술(restate)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래법상의 비구속적 규범, 즉 연성법(soft law)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법효력의 연원’ 및 ‘법인식의 연원’으로서 PICC가 갖는 법원(法源)으로서의 지위 문제
와 연결된다(2.2.). 셋째, PICC는 유연성(flexibility)과 공평성(fairness)의 사고에 기초
하여 국제상거래 실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예컨대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을 고수하면서도 계약의 형평성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행곤란을 인
정하는 등 유동성을 부여한다.9) 이행곤란 법리의 성립요건과 실무상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
는 제3장에서 살펴본다(3.1.-3.3.). 넷째, PICC는 국제적 통일법이나 국내법의 해석 및 보
충에 사용될 수 있다.10) 이 점은 기존의 저촉법적(conflictual) 접근법 대신 자치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기준을 통해 국제적 통일법이나 국내법을 해석·보충할 수 있게
해주며, 준거법으로서 PICC 자체 혹은 PICC상의 구체적 법리의 실무상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2.3.,3.3.).

3.2. 법체계상 법원(法原)으로서의 지위
PICC는

CISG의

경성법적

성격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입법적

수단

(non-legislative means)으로 도입된 바, 비록 조문의 형식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법전
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제입법과정의 산물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국제조약은 아
니다. 또한 각국에 대하여 국내법화를 구할 강제적 장치를 갖춘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11) 이처럼 PICC는 각국 법원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중재에서 법관 또
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실무에서 활발하게 원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법상 비구속적
규범, 다시 말해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제상사중재의 실체적 준거법
으로서 PICC의 실무상 적용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PICC의 법체계상 법원
(法原)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法原:
(Richterrecht)의

source

of

law)’은

법원으로서의

다양한

성질을

의미로

사용되는데,

논의함에

있어

독일에는

법관법

‘법효력의

연원

(Rechtsgeltungsquelle)’과 ‘법인식의 연원(Rechtserkenntnisquelle)’을 구별한다. 법효력의
연원은 법에 대한 규범적 고찰방법에 의거하여 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즉, 법은 법적 당
위의 측면에서 (특정 요건 하에서) 그 적용자들을 구속하고 복종을 요구한다. 법원을 ‘법효
력의 연원’으로 정의하는 것은 법의 개념에 대한 협의의 이해로, 연성법(soft law)은 배제

9) 홍성규 (2011), pp. 136-138.
10) PICC 2016 Preamble p. 5-6.
11) 박영복,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
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2권 1호 (2009),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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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법규범적 효력이 법의 ‘특수 존재방식’으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법인식의 연원은 법
에 대한 사실적 고찰방법에 의거하여, 법적 결정(판결)은 법으로부터 당위적으로 실행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실적으로 법으로서 실행되는 것의 인출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실제로 법적 결정(판결)은 단순히 규범에의 포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논증 과정 중
에서 획득될 수도 있다.12) 그러므로 그 자체로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법효력의 연원’과,
그 자체로는 규범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획득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를 개념적으로 구
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효력의 연원’과 구별되게 후자를 개념화한 것이 ‘법획득의 연원’
이다. 최병조 교수의 글에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판례가 갖는 ‘법획득의 연원’으로서의 성격
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법획득의 연원’의 개념 설명을 갈음하고자 한다: “우리 법제에
있어서 법획득방법으로서의 판례의 기본적인 성격은 경향적으로 비합리성을 내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지향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속적 인식이라는 데 있다. 법률
가들에 의한 이러한 법인식은 (...) 타율적 법 탐구자로서 합리적으로 답습 가능한 방식으
로 내용적으로 평가 가능한 결과를 추구하는 실천적 학문적 인식이다. 그러므로 판례도 자
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범위 내에 서 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 구체적 사건으로부터 획득한 ‘법관법’(판례)은 권위적으로 명해진 법률(=‘법효력의 연
원’: 필자 작성)과 달리 언제라도 반증 가능하고 정녕 반증이 필요한 추정적 구속력만을 주
장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과 달리 판례는 더 나은 통찰에 기하여 언제라도 포기될 수 있
다. (...) 법획득의 면에서 판례도 학설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13)
전술한 법원(法原)의 개념유형 3가지에 비추어 PICC의 법적 성질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첫
째, PICC는 ‘법효력의 연원’으로서의 성질은 갖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효력의 연
원’은 법의 규범적 효력을 법의 ‘특수 존재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PICC와 같이 법적 구
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은 배제된다. 둘째, PICC는 국가적 입법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의 제정 대신 현존하던 국제거래 규범들을 명문의 형태로 재기술(restate)하여
사실상의 법원으로 기능하도록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인식의 연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교된 법질서에서 ‘공통의 핵심(common core)’
을 순수하게 연역적으로 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현실적인 국제거래에 있어 설득력
을 갖는 특정의 법질서 또는 법영역의 해결에 다른 것에 대한 우위를 부여하거나 독자적인
새로운 종류의 해결도 전개하는 등 특수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법인식의 연원’으로서의
위치부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PICC는 ‘법획득의 연원’으로서의 성질을 갖
는다. 왜냐하면 특수 법률적 해결이나 평가 및 그와 함께 원칙적으로 ‘법규 외의 법질서’에
대한 작업에 활용되는 적절한 자료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14)

3.3. 무제한적 직접 지정방식을 통한 적용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상사중재에
서 특정 국가의 국내법 대신 초국적 실질규칙이나 상사규범을 활용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의
제공, 판정 취소의 위험 경감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PICC는 법원의 소송보다도
국제상사중재에서 더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1)법정지의 저촉규범 또는 국제
사법(강행규범)의 적용 → (2)저촉규범의 연결원칙에 따른 실질법의 결정’의 두 단계를 거
12) 박영복 (2009), pp. 239-240.
13) 최병조, 『민법주해[I]』(서울: 박영사, 1992), pp. 64-65.
14) 박영복 (2009), pp. 2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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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대부분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소송에 비해,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
는 중재판정부가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상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르거나(기관중재,
institutional arbitration) 중재지국 중재법상의 준거법에 따르는(임의중재, ad hoc
arbitration)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체의 준거법 지정 시 각국의 입법례, 중재규칙, 국제
협약 등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내법 외에 PICC를 비롯한 비국내적 법규가 적용될 여지가 많
기 때문이다.15)
전술한 이유와 더불어 국제중재 실무에서 PICC가 준거법으로 지정 또는 원용된 판정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는 Unilex Database의 실증적 자료는 PICC가 국제상사중재의 실체적 준거
법으로서 실익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역 실무
자들과 법률가들은 PICC의 적용 관련 법리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준거규범은 크게 1) 특정 국내법, 2)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3) 동시공존법(concurrent laws)과 합동법(combined laws), 4) 초국적
법(transnational law), 5) 우의적 중재인(amiable compositeurs) 또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으로 분류된다.16) 이 중 PICC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준거규범들은 4) 초국적법과
5) 우의적 중재인 또는 형평과 선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준거법으로서 PICC가 적용되
는 경우에 대한 안건형(2011)의 분류를 참조하였다.17)

1. 주관적 준거법으로서의 적용 (주체: 계약당사자들)
1) 계약당사자에 의한 직접적 지정: PICC 전문 제2문18)
2) 법의 일반원칙 또는 상인법(lex mercatoria) 등의 지정: PICC 전문 제3문19)
2. 객관적 준거법으로서의 적용 (주체: 중재판정부)
1) 적절한 저촉법리에 따른 지정 (저촉규범의 중개 有)
(1) 중재지의 저촉규범을 통한 지정
(2) 저촉법 규칙의 누적적(accumulative) 적용을 통한 지정
(3) 저촉법의 일반적 원칙(general principles)의 적용을 통한 지정
2) 계약에 가장 적절한 법의 규칙으로서의 적용 (저촉규범의 중개 無)
(1) 무제한적 직접 지정방식 (Unlimited voie directe)
(2) 제한적 직접 지정방식 (Limited voie directe)
3. 형평과 선 또는 우의적 중재인에 의한 적용

15) 안건형,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3.
16) A. Redfern/M. Hunter/N. Blackaby/C. Partasides,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ition (Sweet & Maxwell, 2004), para. 2-38.
17) 안건형 (2011), pp. 1086-1111.
18) PICC 2016 Preamble, p. 2. “They shall be applied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ir
contract be governed by them.”
19) PICC 2016 Preamble, p. 3. “They may be applied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ir
contract be governed by general principles of law, the lex mercatoria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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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의 준거법으로서 PICC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사례로 본 절에서
‘무제한적 직접 지정방식을 통한 적용’을 살펴보고, 다음 절(3.4.)에서 ‘형평과 선 또는 우
의적 중재인에 의한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계약에 가장 적절한 법의 규칙으로서의 적용’은 통상의 저촉규범에 의한 중개를 거치지
않고 실체의 준거법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voie directe)이다.20) 그 중 무제한적 직접 지
정방식(Unlimited voie directe)은 중재판정부(중재인)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적절
한” 실체의 준거법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법, 계약적 합의, 상관행
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제한적 직접 지정방식(Limited voie directe)과 달리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리의 엄밀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통일된 법리가 미
비하여 실무상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은 과연 적절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적절한”의 의미가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무제한적 직접 지정방식을 국내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
스(2011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511조), 네덜란드(민사소송법 제1054조 제2항) 등이 있고,
명문화된 국제규범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밑줄은 저자가 추가함)
ICC Arbitration Rules 1998
Article 17 – Applicable Rules of Law
1. The parties shall be free to agree upon the rules of law to be applied by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In the absence of any such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apply the rules of law which it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LCIA Arbitration Rules
Article 22 – Additional Powers
3.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parties'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r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merits of their
disput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parties
have made no such choic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apply the law(s) or rules
of law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SCC Arbitration Rules
Article 23 – Conduct of the arbitr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1.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duct the arbitration in such manner as it
considers appropriate, subject to these Rules and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전술한 문언들에서 모두 “적절한”의 구체화된 정의나 판단기준,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규
범의 범위 등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로 발전되고 복잡해진 오늘
날의 국제상거래 환경 속 당사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실무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법리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체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도’가
20) 안건형 (2011), p.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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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의 기준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을 광의로 해석하여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특정 국내법 체계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이 있는 국내법 체계나 일단의 비(非)법적
규칙의 적용 역시 적절한 것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판정문에
서 그가 선택한 실체의 준거법이 왜 적절한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
화하는 것 역시 법리와 실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21)

3.4. 형평과 선 또는 우의적 중재인에 의한 적용
국제상사중재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한 통상의 중재 이외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아래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또는 우의적 중재인(amiable compositeur)에 의한 중재
(우의적 중재, amiable composition)가 허용된다. 형평과 선의 개념은 재판관이 법 외적인
요소로서 “공정(fair)”과 “양심(good conscience)”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고대 개념에서
유래하며, “정의와 공정성(in justice and fairness)”, “정당하고 선한 것에 따라
(according to what is just and good)”, “형평과 양심에 따라(according to equity and
fairness)” 등을 의미한다.22) 한편 대륙법계에서 유래된 우의적 중재인 개념은 중재인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규칙으로부터 이탈하여, 형평의 원칙과
중재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3) 각국의 중재법과 다수
의 기관 중재규칙에서는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및 우의적 중재인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두 개념에서 중재인이 법을 적용할 의무로부터 벗어나 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하
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상인법(lex mercatoria)이나 PICC와 같은 국가의 법 이외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PICC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24)
형평과 선 또는 우의적 중재인에 의한 PICC의 적용 법리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1) 개념 정의, 2) 권한 범위, 3) 당사자의 동의 등 세 측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째, 형평과 선 및 우의적 중재인은 개념 자체가 다분히 추상적이며 각국의 중재법과 다수의
기관 중재규칙에 그 정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개념이 어떤 요건과 상황에서 적
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외부적 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개념 간 관계(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인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인지)에 관해서도 법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별 규범체계
에서 형평과 선 또는 우의적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법제화한 ‘형평조항(equity clause)’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우의적 중재 등에서 판단의 수단으로 상인법
(lex mercatoria)을 원용할 수 있는데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우의적 중재인에게 상인법을 적용할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지의 문제, 즉 권한 범위의
문제로 연장된다.
둘째, 우의적 중재인의 권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통일된 법리의 정립이 요청된다. 형평
과 선에 의한 결정에 있어 중재인의 재량권에 대한 제한으로는 외적 제한과 내적 제한을 고
려해볼 수 있다. 먼저 외적 제한은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면서도 현실에서 나타나

21) 이를 구현한 사례로 『ICC Arbitration Rules 1998』제25조 제2항이 있다.
Article 25 – Making of the Award. 2. The Award shall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it is
based.
22)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West, 1990), p. 557.
23) W. Craig/W. Park/J. Paulss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rd Edition
(Oceana publication, Inc., 1998), p. 348.
24) 최성수, “국제상사중재에서 형평과 선 및 우의적 중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2020),
p.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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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사자 및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 공유되는 습관, 최근의 관습 등을 고려하는 것이
다.25) 이에 더하여, 분쟁에 적용될 실질법, 중재지의 법, 중재판정 집행지국의 법 등 세
가지 기초가 서로 다른 공서가 중재판정의 유효성과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공서규범(public policy norm) 역시 외적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26) 내적 제한은 법
의 적정절차(due process)의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공정하고” “양심에 의하여” 추론된 절
차에 의한 내적 규칙의 구속을 의미한다.27) 우의적 중재인의 권한이 사실상 법의 원칙을
뛰어넘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권한의 내·외적 제한요소가 현행 중재법 및 중재규칙 상에
통일된 법리로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입법례와 중재규칙들에서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형평과 선 또는
우의적 중재인에 의한 PICC의 준거법 지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수권하고, 중재절차의 준거법
이 이를 허용할 것을 요건으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28) 하지만 에콰도르, 인도네
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들이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들
이 형평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와는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29) 당
사자의 명시적 동의와 준거법의 허용 조건은 두 번째 법리적 쟁점으로 언급한 권한범위의
핵심적인 외적 제한요소이다. 그러나 형평과 선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신
속성과 유연성, 당사자 간 관계의 지속성 등 소송과 차별화되는 국제상사중재의 이점이 희
석될 수 있다. 이 같은 딜레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실무에서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
지 않은 형평과 선 또는 우의적 중재인에 의한 중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의 취
급에 관한 법리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형평과 선 등
에 의한 중재판정을 반드시 무효로 볼 것인지, 또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써 형평과 선에
의한 해결에 적합한 분야나 사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등에
관한 법리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IV. 이행곤란(Hardship) 법리의 적용 문제
4.1. 법리의 개괄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30) 하지만 국내거래에 비해 국제상거래 환경
에는 국제정치경제 변수들의 불확실성, 계약의 장기성, 이행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상
존하기 때문에 국제상사계약에서는 계약 체결시에 예견하지 못한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실에서 국제상사계약은 단기거
25) 이와 관련하여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사건들에서, 중
재판정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하고 거래에 적용되는 무역관행(usage of the trade)을 고려한
다.”
26) 최성수 (2020), p. 546.
27) 이와 관련하여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이러한 중재를 허용
하는 경우에 ‘우의적 중재인’ 혹은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한다.”
28) 근거규칙은 각주22)에서 원용한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 제2항 등이 있다.
29) 안건형 (2011), p. 1109.
30) 오현석,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무역상무연구』 제
51권 (2011),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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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보다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거래의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술한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시키는 것보다는 변경된 사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다.31) 이러한 현실의 사정을 반영하여, 계
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
사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계약준수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계약의 형평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가 이행곤란(Hardship) 법리이다.32) 본 절은 이행곤란 법리의 개
괄로서 개념 및 규정, 성립요건, 효과, 적용 유형을 중심으로 후술한다.
‘이행곤란(Hardship)’이란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가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 이행을 강제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될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관계당사자가 이를 조
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의 협상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내포한 합의를 이행곤란 조
항이라고 한다.33) 이행곤란은 독일·이탈리아·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네덜란드·그
리스·아르헨티나·브라질·리투아니아·이집트·대만·베트남·파라과이·페루 등에서 입
법화되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스페인·오스트리아·일본·스위스 등에서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우루과이·칠레·미국·영국 등은 이행곤란에 대
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34) 이행곤란 법리를 명문화한 국제규범으로는 앞 장에서 다
룬 PICC와 함께 PECL(유럽계약법원칙,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ICC
Hardship Clause 2003 등이 있다.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이행곤란에 대한 명문
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PICC나 PECL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면
책조항(제79조)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행곤란 법리는 PICC 제6.2.1.조
(Contract to be observed), 제6.2.2.조(Definition of Hardship), 제6.2.3.조(Effects of
Hardship)에 규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35)
PICC 제6.2.2.조는 이행곤란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기본요건과 추가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다.
UNIDROIT Principles 2016
Section 2: Hardship
Article6.2.2.(이행곤란의 정의)
계약체결 후 일방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일방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가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계약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이행곤란이 성립한다.
(a) 그 사유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그 사유를 계약체결 후

31) Clive M. Schmitthoff, “Hardship and Intervener Clause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0), pp. 82-91.
32) “Hardship”은 한국어로 ‘이행곤란’, ‘이행가혹’, ‘사정변경’ 등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행
곤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3) 서정두,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Hardship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금융보험
연구』 제14권 제4호 (2013), p. 209.
34) 황지현·민주희, “PICC상 Hardship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제87권 (2020), pp.
23-25.
35) 본 논문에 수록된 PICC 본문의 번역본은 모두 오원석·최준선·허해관, 『UNIDROIT 국제상사계약
원칙 2016』(서울: 삼영사, 2018)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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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게 될 것
(b)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을 것
(c) 그 사유가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것
(d)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그 사유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
이어서, PICC 제6.2.3.조는 이행곤란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이익을 입은 당사
자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법적 측면과 재협상의 결렬로 인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적 측면 두 가지로 구성된다.36)
UNIDROIT Principles 2016
Section 2: Hardship
Article6.2.3.(이행곤란의 효과)
(1) 이행곤란의 경우에 불리하게 된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부
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초가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협상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리하게 된 당사자에게 이행유보권을 주지 아니한
다.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결정
을 구할 수 있다.
(4) 이행곤란을 긍정하는 법원은 합리적인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 일자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b) 계약의 균형을 복구하기 위하여 계약을 조정하는 것

4.2. 이행곤란의 성립 판단
PICC상 이행곤란의 성립요소인 ‘계약의 형평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예견하지 못한 후
발적인 사건’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이 되는 법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안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의 방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일관성의 문제가 초래된다. PICC 1994
주석에서는 ‘계약 형평성의 근본적 변경’을 이행비용의 증가나 이행가치의 감소가 50% 이상
인 경우로 상정하고 있었다.37)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너무 낮다거나, 경직적이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PICC 2004부터 삭제되었고
그 후로는 전례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 형평성의 근본적인 변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
라,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행곤란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병존하는 등 실무
상

비일관성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Insurance

Company

Provita

v.

Joint-Stock

Commercial Bank Forum사건에서 피고(우크라이나 은행)와 대출자산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
한 원고(우크라이나 보험회사)는 예견하지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계약의 불
균형이 이행곤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였으나 법
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행곤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
였다.38) 하지만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약의 상당한 불균형을 발생

36) 오현석 (2011), p. 176.
37) PICC 1994 Art. 6.2.2. Comment 2.
38) Ukraine, Kyiv Regional Commercial Court, Case No. 17/059/060/061-09,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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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이행곤란을 인정하는 경향이 관찰되어왔다.39)
통일된 법리의 정립에 앞서 선행 작업으로서 영국의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 법리,
미국의 실행곤란성(impracticability) 법리 등 관련 법리와의 관계 속에서 PICC상 이행곤란
법리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40) 예컨대 PICC의 이행곤란 규정은 프러스트
레이션이나 상사실행곤란성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사안에 대하여 사정변경
에 따른 이행곤란의 사태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보다 완화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41) 이를 토대로, 어느 시점에서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그 의무가 과중
되었는지, 그 시점에서 이행비용의 증대 또는 이행가치의 감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계
약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계약의 해석상 일부 위험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수용하거나 면
제시켰을 가능성은 없는지, 계약의 변동과 관련된 개별 거래 분야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책
무자의 파산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곤란의 성립요건을 완화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법리의 안정화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42)

4.3. CISG 제79조 면책조항의 해석 및 보완으로서의 적용
PICC상 이행곤란 법리가 실무에 적용되는 근거는 1) 거래관행 및 상관습법으로서의 적용,
2) 국내법의 해석 및 보완으로서의 적용, 3) CISG 제79조 면책조항의 해석 및 보완으로서의
적용 등 세 가지 경우가 있다.43) 학설 및 최근의 판례에서 1)과 2)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데 반해, 3)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 바, 본 절에서는 3)의 쟁점에 관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ISG 제79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규정한다.4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ection IV. Exemptions(면책)
Article 79.
(1)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
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39) 황지현·민주희 (2020), pp. 27-28.
40) 영국의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 법리의 내용 및 PICC상 이행곤란 법리와의 비교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은 이재성·주세환, “국제매매계약상 Frustration과 Hardship조항의 비교연구,” 『무
역학회지』 제39권 제5호 (2014), pp. 349-371.
41) 홍성규·김용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에 있어서 이행곤란(Hardship)의 법리,”
『무역상무연구』 제57권 (2013), p. 17.
42) 이재성·주세환 (2014), pp. 363-364.
43) 황지현·민주희 (2020), pp. 32-39.
44) 본 논문에 수록된 CISG 본문의 번역본은 모두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번역본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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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경우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
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PICC상 이행곤란 법리가 CISG 제79조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긍정설은 CISG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CISG 제79조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
적인 역할(gap-filler)로서 PICC상 이행곤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ISG 제7
조 제2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
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CISG 상에 이행곤란에 관한 명시
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PICC상 이행곤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긍정설의 입장에 서서 PICC상 이행곤란 법리를 판결에 원용한 사례로는

Scaform Internatioanl BV vs Lorraine Tubes s.a.s. 사건 등이 있다.45)
하지만 부정설은 CISG 제79조를 면책조항으로만 간주하여 PICC상 이행곤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한다.46) CISG 제79조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PICC상 이행곤란은 계약상의 의무이
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일방당사자에게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데 반해, CISG
제79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PICC보다 훨씬 큰 장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이다.47) 나아가, PICC는 ‘모든 계약’유
형에 적용되는 규범인 데 반해 CISG는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며, CISG 제79조는 면책의
범위를 한정·축소하기 위한 취지로 둔 규정인 바, PICC상 이행곤란 법리와 근본적으로 규
율 대상과 정신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의 장기성과 복잡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상거래환경에서 PICC상 이행곤란 법리
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
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PICC와 CISG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결에서 PICC의 이행곤
란 조항을 원용할 경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행곤란의 적용
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무에서 해당 법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행곤란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상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절차 등을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변호
사 및 중재인들은 법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개별 사안
의 사법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판례의 축적을 통해 법리의 구체화에 기
여해나가야 할 것이다.

45) Belgium, Court of Cassation, Case No. C.07.0289.N, 2009.6.19.
46) 정형진, “CISG 제79조에서의 이행가혹,”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2017), p. 247.
47) 김선국,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면책)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무역상무연구』 제67
권 (2015), pp.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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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상사중재 실무에서 부각되고 있는 소송제도화 등의 문제를 표면상
의 기술적·절차적 문제로만 국한하여 이해하지 않고, 실무와 괴리된 법리의 한계에서 그
근본 원인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은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법리적 판단에 구속된다는
중재의 특성과, 법적 판단 과정에서 각각 안정화(安定化)와 최적화(最適化) 기능을 수행하
는 법리와 실무의 고유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다. 실무
와 괴리된 법리의 한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점을 파악하고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한 법리
의 구체화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상사중재 실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무와 괴리된 법리’를 실정법상 모호성과 학설·판례상 비
일관성의 두 축으로 정의하고, 법리적 한계에 대한 광의의 관점과 협의의 관점을 포괄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1)실체의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의 적용
법리와 (2)이행곤란(Hardship) 법리를 선정하였다. 법조문 및 사례 분석 중심의 문헌 연구
를 통해 각 법리의 내용을 개괄하고(3.1., 4.1.), 예비적 논의를 거친 뒤에(3.2., 4.2.),
내용의 모호성이나 적용방식의 비일관성으로 실무와 괴리를 보이는 지점을 분석하고 법리의
구체화 방향을 제언하였다(3.3.-4., 4.3.).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리와 실무의 간극 해소는
새로운 중재심리방법의 도입, 상사조정(commercial mediation)의 이용 확대, 하이브리드형
분쟁해결방식(Arb-Med-Arb 등)의 도입 등 기술과 절차의 개선에 국한되어왔던 다른 방안들
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시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제상사중재 실
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오늘날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제정치경제의 변동 속에서 국제상거래의 구조와 수단은 진
화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경제 및 국제사법의 영역에 광범
위한 함의를 갖는 국제상거래의 법률관계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상사 분야와 같이
현실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일수록 해당 분야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문제이기 이전에,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
지 못하는 법리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의 모색 역시 문제의 근원인 법리적 한계에
관한 고찰에서 출발하여, 실무와 법리 간 간극의 축소라는 방향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법
은 안정을 원하나 정지됨을 허용치 않는다.”는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의 말처럼, 법은 사회
발전의 소산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변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늘 관심을 갖고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실의 법리를 개척하는 것은 오늘날 학계와 실
무계 모두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는 법리의 개
척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괴리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
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본 연구는 국제상사 분야에서 그 선결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취지
를 두었음을 밝히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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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gmenting a certain organ or tumor in medical image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brain scans is an important
process that is applied when doctors diagnose certain
diseases. However, when conducted manually, the process
of segmentation is both costly and slow. With the cent
advances in deep learning for object segmentation,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conduct this labeling process
automatically using Deep Neural Networks (DNNs).
Although these attempts have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auto labeling technology, most of the medical image
segmentation libraries and projects are using private data.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medical image
segmentation challenges [1], [12], but the data provided can
only be used for that specific challenge.
We train 3D U-Net and 2D U-Net for organ segmentations
in CT scans using an open data set and propose ways to
modify the data set and model architecture to gain the best
performance. For the 3D model, we chose 3D U-Net for our
baseline model and compared the performance with V-Net
[6,13]. Afterwards, we applied hyperparameter tuning and
data preprocessing for each model and observed how this
affected the overall performance. For two 2D models, we
chose 2D U-Net for our baseline model and applied several
model optimization techniques [2]. First, we conducted data
preprocessing and hyperparameter tuning. Afterwards, to
further improve the validation dice score, we conducted
data augmentation by varying the probability of augmented
data. We also applied residual-layers and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 to solve the gradient vanishing problem. As
a result, we were able to earn a 0.06 training loss and 0.05
validation loss for lungs using a V-Net model, and a 0.05
training loss and 0.10 validation loss for lungs using a 2D
U-Net model.

1. Introduction
Medical image segment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extracting the desired object (organ) from a medic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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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or 3D). This process can be conducted manually, semiautomatically or fully-automatically. The imaging modality
of the medical images can diversely include CT, MRI, US,
PET, X-ray, or hybrid depending on the imaging purpose
and target organ [11]. Medical image segmentation has an
essential role in computer-aided diagnosis systems which
can accelerate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Due to
the cost and inefficiency of manual segmentation,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do this process semiautomatically or fully-automatically [2], [5], [6]. However,
most of the papers and medical segmentation open libraries
are trained with private datasets or datasets with limited
access [1], [12].
We suggest the usage of a set of hyperparameter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that we have applied to a 2D and
3D model, while using an open dataset with a limited size.
For 3D models, we chose 3D U-Net as our baseline model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V-Net, which is a variant of
3D U-Net. Then, we applied data preprocessing on both
models by subtracting the background and varying the unit
of extracted subvolumes. Also, by tuning the
hyperparameters (learning rate and batch size), V-Net
showed best performance with a 0.06 train loss and a 0.05
validation loss. For 2D models, we chose 2D U-Net as our
baseline model. To train 3D CT scans using a 2D model,
we first selectively sliced the areas with the target organ
into 2D images. To further improve the train loss, we tuned
the hyperparameters; and, to improve the validation dice
score, we conducted data augmentation by varying the
probability of augmented data. As a result, our model
showed a 0.05 train loss and 0.10 validation loss when
trained under batch size 32; and, our model exhibited a
learning rate of 0.0001 on data augmented with 0.5
probability.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by utilizing open data and releasing the code via a
public Github library, our project enables access to
CT segmentation research without having access
to private data.
 according to the model’s dimension, our project
trained both 2D and 3D models and described how

to conduct the hyperparameter tuning and data
augmentation process.

convolutions), each followed by a rectified linear unit
(ReLU) and a 2x2 max pooling operation with stride 2 for
downsampling. At each downsampling step we doubled the
number of feature channels. Every step in the expansive
path consists of an upsampling of the feature map followed
by a 2x2 convolution (“up-convolution”) that halves the
number of feature channels, a concatenation with the
correspondingly cropped feature map from the contracting
path, and two 3x3 convolutions, each followed by a ReLU.
The cropping is due to the loss of border pixels in every
convolution. At the final layer a 1x1 convolution is used to
map each 64-component feature vector to the desired
number of classes. In total the network has 23 convolutional
layers. [2] U-net is based on the FCN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2. Background
Prior to the execution of this project, we conducted
research on medical image seg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U-Net (both 3D and 2D) and V-Net, the neural networks
most widely used for medical image segmentation.

2.1. Medical image segmentation

Figure 1: CT image and corresponding segmentation
The vast development of medical imaging modalities
such as microscopy, dermoscopy, X-ray, ultrasound, CT,
MRI,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ttract researchers
to implement new medical image-processing algorithms.
Image segmenta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essential
medical imaging process because it extracts the region of
interest (ROI) through a semi-automatic or automatic
process. It divides an image into areas according to a
specified descriptions, such as mass detection, tumor
detection/segmentation, and segmentation of specific body
organs/tissues in the medical applications for border
detection. [10]

Figure 2: 2D U-net, convolutional network architecture

2.4. V-Net

2.2.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CNs) are an
architecture used mainly for semantic segmentation. They
solely use locally connected layers, such as convolution,
pooling and upsampling. Avoiding the use of dense layers
means less parameters (making the networks faster to train).
It also means that a FCN can work for variable image sizes
given all connections are local. The network consists of a
downsampling path, used to extract and interpret the
context, and an upsampling path, which allows for
localization. FCNs also use skip connections to recover the
fine-grained spatial information lost in the downsampling
path. [14]

Figure 3. Structure of V-Net

V-Net is an architecture for 3D image segmentation
based on a volumetric,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st medical data used in clinical practice consists of 3D
volumes, such as MRI volumes depicting prostheses, while
most approaches are only able to process 2D images. 3D

2.3. U-Net
U-Net is an architecture for semantic segmentation. It
consists of a contracting path and an expansive path. The
contracting path follows the typical architecture of a
convolutional network. It consists of the repeated
application of two 3x3 convolutions (unpadd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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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egmentation based on a volumetric,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s proposed in this work. [6]

3. Data Set
3.1 Data set preprocess

Figure 6: Transformation from 3D CT image to tensor

After that, we divided the full volume image to sub
volumes to process by unit size.

CT volumes with multiple organ segmentations (CTORG) This dataset consists of 140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each with five organs labeled in 3D: lung,
bones, liver, kidneys, and bladder. Patients were chosen
based on the presence of lesions in one or more of the
labeled organs. Most of the images exhibit liver lesions,
both benign and malignant. Some also exhibit metastatic
diseases in other organs such as bones and lungs. [3]
Single Label Filtering CT-ORG contains five organs
labeled in 3D. Therefore, we implemented a simple python
program to sort the label data for the target organ.

Figure 7: Created sub volume for model training

3.2.2. 2D
To train 2D U-Net using CT-ORG dataset, we had to
slice 3D CT scans into 2D images. This process was
conducted by using the ‘nii2png’ library, which converts
the data in each z axis into a 2D image.
Figure 4: Lung segmentation from multi-organ CT image

4. Training Environment

Resizing Though some of the label data in the CT-ORG
data set were annotated manually, most of them were
generated using a MATLAB algorithm. Therefore, the data
set included several CT scans in which abnormal labeling
was found on the last z-axis. Since using these incorrect
labels can adversely affect the training results, we resized
the image and label by cutting off the last z-axis.

4.1. Libraries
To implement the 3D and 2D baseline models, we used
Pytorch-based open-source libraries. For 3D U-Net, we
chose the ‘MedicalZooPytorch’ library and for 2D U-Net,
we chose the ‘Pytorch-UNet’ library.

4.2. Training Flow
4.2.1 3D

Figure 5: Abnormal segmentation result

3.2. Loading the data
3.2.1. 3D
We implemented a data loader for the CT-ORG data set
because the library we used to train the baseline 3D model
is specialized for analyzing MRI images. The implemented
data loader loads each CT image and label and transforms
them into tensors.

Figure 8. The training flow for 3D models
For 3D models, V-Net showed best performance when
it was trained through the pipeline in Figure 8. First, the
data loader divides the 3D data into subvolumes and
randomly chooses one among the subvolumes that contai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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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bout the target organ more than the given
threshold. Then we apply data augmentation for this
subvolume and save them as tensors. When the whole
training set is converted into tensors, the training process
starts.

4.2.2 2D

Figure 10. Before (left) / After (right)

5.1.1 Data preprocess
Subtracting the background For the above reason, we
subtracted the background using the ‘ImageJ’ tool. This
was done through the rolling ball algorithm, where the pixel
values are changed by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with
the surrounding pixel value.
(1)-GT / (1)-output

(2)-GT / (2)-output

Figure 9. The training flow for 2D models
For 2D models, V-Net showed best performance when it
was trained through the pipeline in Figure 9. First, we
excluded the last z index in each 3D CT scan due to their
erroneous labeling. Then, we created a 3D label data by
sorting the labels for the target organ. Using this
information, we sliced the region with the target organ in
the 3D image and the 3D label for the target organ into 2D
images. Then we applied data augmentation to these data
with a probability of 0.5 and used the original 2D image and
the augmented 2D image together to train the model.

Figure 11. (1) Before / (2) After

Extracting subvolumes Since the 3D input volume size
is large (Out of memory problems can happen easily), we
cannot use all of the input data for training. So we split it
into small pieces and selectively used them for training.
Whether or not a certain 3D piece is used for training is
determined by the proportion of the target organ data. If the
proportion of the target organ data is greater than the given
threshold, the 3D piece will be transformed into tensors.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a model that segments liver, it
only uses pieces that contain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liver data. These small pieces are called subvolumes, and
we extracted N pieces. N value is chosen with hyper
parameter tuning.

4.2. Perf Metric & Measurement
For our performance metric, we chose the most generally
used combination of train loss and validation score. To
measure the train loss, we used the dice coefficient value,
which is widely used for medical segmentation. The train
loss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dice coefficient value
from 1. For the validation dice score, we used the dice
coefficient value itself.

Figure 12. Process of extracting subvolume

4.1.2 Hyperparameter tuning

5. Methodology

In a 3D model, hyper parameters include batch size,
learning rate, and subvolume extract unit. Batch size and
learning rate were chosen by referring to the paper [8]
(batch size: 1~100, learning late: 0.0001). And the
subvolume extract unit was chosen by conducting
experiments. We conducted hyperparameter tuning for both
3D U-Net and V-Net.

5.1. 3D
Before conducting the hyper parameter tuning, we
preprocessed the data as shown in Figure 10, because the
size of the 3D data is large and the pixel value of the lung
and the pixel value of the background are simila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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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of 0.0001 with data augment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model, 3D U-Net, train loss
was improved by 14.6%p and the dice score was
improved by 14.5%. For 2D models, 2D-Net showed
best performance when trained under a batch size of
32, a learning rate of 0.0001 and a data augmentation
probability of 0.5. Compared to the baseline model,
the train loss improved by 3%p and the validation dice
score improved by 17%p.

4.2 2D
For 2D U-Net,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combinations of methods such as data augmentation, hyper
parameter tuning, and residual layer with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

Data augmentation Data augmentation is a technique
used to increase the amount of data by adding slightly
modified copies of the original data or newly created
synthetic data from the original data. We used
‘albument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data
augmentation library. We trained a 2D U-Net model with
different data augmentation probabilities, 0.5 and 0.8. The
probability determines the percentage of photos to be
augmented.

(SEU: Subvolume Extract Unit)
Model

Batch
Size

Learning
Rate

SEU*

Train
loss
(0~1)

Hyper parameter tuning In machine learning, hyper
parameter tuning is a process of choosing a set of optimal
hyperparameters for a learning algorithm. A hyper
parameter is a parameter whose value is used to control the
learning process. In our project, batch size and learning rate
are hyper parameters. We trained a 2D U-Net model with
combinations of hyper parameters.

3D U-Net
(Baseline)

32

0.0001

1 0.1125

V-Net

1

0.0001

1

0.055

Val.
Dice
Score
(0~1)

0.8875
0.945

Table 1. The best performance for 3D models
(DAP: Data Augmentation Probability)

Residual layer and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 2D U-Net has a gradient vanishing problem
in which the gradient vanishes, preventing the weight from
changing its value. To correct this problem, we applied
residual layers and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s to
2D U-Net. Residual layer is a skip connection block that
learns residual functions instead of learning unreferenced
functions. We changed the concatenation-based skip
connections in 2D U-Net into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s.

Model

Batch
Size

Learning
Rate

DAP*

Train
loss
(0~1)

Val.
Dice
Score
(0~1)

2D U-Net
(baseline)

32

0.0001

-

0.085

0.626

2D U-Net

32

0.0001

0.5

0.054

0.899

Table 2. The best performance for 2D models

5.2 3D
5.2.1. Hyperparameter Tuning
The table below shows the results of each improvement
technique. In general, V-Net performed better than 3D UNet. In particular, the best performance was when V-Net
was trained under a subvolume extract unit of 1 with a batch
size of 1 and learning rate of 0.0001.
① Batch size ② Learning rate ③ Subvolume extract unit
④ Train loss ⑤ Validation dice score

model

①

②

③

④

⑤

3D
U-Net

1

0.0001

1

0.0735

0.9265

3D
U-Net

32

0.0001

1

0.1125

0.8875

5. Evaluation

V-Net

1

0.0001

1

0.0546

0.9454

5.1. Overall Results

V-Net

32

0.0001

1

0.1089

0.8911

For 3D models, V-Net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hen it was trained under a batch size of 1 and a

V-Net

32

0.0001

2

0.1482

0.8518

Figure 13: A regular layer (left) and residual layer (right)

Table 3. Evaluation results of 3D models(U-Net, V-Ne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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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cluded that each batch does no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tal data set due to the small batch
size. As our data set size was doubled due to data
augmentation, we also doubled the batch size. Under a
batch size of 32, the validation score improved by 17%p
when the data augmentation probability was 0.5.

5.2.2 Inference Results
Using the validation set, we conducted inference and
visualized the output as shown in Figure 14.

Model

Figure 14. Inference result of input volume 17

5.3 2D

2D
U-Net

5.3.1. Hyperparameter Tuning
We first trained 2D U-Net by varying the learning rate
and batch size. The train loss and validation dice score was
best when trained under a batch size of 16 and a learning
rate of 0.0001.
Model

2D
U-Net

Batch
Size

Learning
Rate

Train loss
(0~1)

0.001

0.066

0.752

16

0.0001

0.070

0.797

32

0.001

0.073

0.714

32

0.0001

0.085

0.626

Val.
Dice Score
(0~1)

16

0.5

0.084

0.723

16

0.8

0.254

0.665

32

0.5

0.054

0.899

32
0.8
0.213
0.812
Table 5. Evaluation results of 2D U-Net
after data augmentation

Val.
Dice Score
(0~1)

16

Batch
Data
Train loss
Size Augmentation
(0~1)
Probability

5.3.3. Residual-layers and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
To solve the gradient vanishing problem, we applied
residual-layers and summation-based skip connections to
2D U-Net. However, the improvement was negligible.
Model

Batch
Size

Train
loss
(0~1)

Val.
Dice Score
(0~1)

2D U-Net

16

0.070

0.797

2D U-Net with
Res. layers &
Sum. skip connection

16

0.07412

0.8031

Table 4. Evaluation results of 2D U-Net
after hyper parameter tuning

5.3.2. Data Augmentation
To further improve the validation dice score, we
conducted data augmentation by applying Elastic transform,
Grid distortion, and Horizontal flip. We changed the portion
of data to apply augmentation under a batch size of 16 and
a learning rate of 0.0001. However, as seen in the first two
rows in Table 5, the validation dice score decreased and the
train loss fluctuated according to each batch as seen in
Figure 15.

Table 6. Evaluation results of 2D U-Net
and the modified 2D U-Net

6. Discussion
To further improve performance in 2D U-Net, we are
planning to change the ReLu function into Leaky ReLu or
ERU function. Activation Function for Neural Networks
turns these values into a value between 0 to 1 or -1 to 1 in
order to make the whole process statistically balanced. This
process also reduces complexity and required computing
power. Although the ReLU function is used in many Neural
Networks, it often shows the Dying ReLU problem where
some ReLU Neurons die and remain inactive no matter
what input is supplied. If this happens, the gradient is not
properly calculated and with large number of dead neurons,
the performance of the Neural Network can be significantly
degraded. This can be corrected by making use of what is
called Leaky ReLU where the slope is changed for negative
values and thus expands the range of ReLU.

Figure 15. Train loss under batch size 16, data
augmentation probability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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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clusion
In this project, we suggest the usage of a set of
hyperparameter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that we have
applied to a 2D and 3D model, while using an open dataset
with a limited size. We were able to earn low train loss and
validation loss, by conducting the following experiments.
First, we implemented a data loader for an open-source
dataset called CT-ORG and conducted preprocessing.
Second, we tuned the hyperparameters for our 2D and 3D
model respectively. Third, by applying data augmentation,
our 2D and 3D model showed the lowest train loss and
validation loss. Through the above development processe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diverse
3D CT image segmentation models in the future and active
research on open-source data.

8. References
[1] Brain MRI reconstruction challenge with realistic noise,
Th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https://realnoisemri.grand-challenge.org/
[2] Ronneberger, Olaf, Philipp Fischer, and Thomas Brox.
"U-net: Convolutional networks for biomedical image
segmen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Springer, Cham, 2015.
[3] Tracy Nolan. “CT-ORG” Dataset. The Cancer Imaging
Archive,
https://wiki.cancerimagingarchive.net/display/Public/C
TORG%3A+CT+volumes+with+multiple+organ+segm
entations , 2020.
[4] Zhang, Rongyu, et al. "Comparison of Backbones for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1544. No. 1. IOP Publishing,
2020.
[5] Quan, Tran Minh, David GC Hildebrand, and Won-Ki
Jeong. "Fusionnet: A deep fully residu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image segmentation in
connectomics." arXiv preprint arXiv:1612.05360
(2016).
[6] Milletari, Fausto, Nassir Navab, and Seyed-Ahmad
Ahmadi. "V-net: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volumetric medical image segmentation." 2016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3D vision (3DV).
IEEE, 2016.
[7] Ghofrani, Fatemeh, Hamid Behnam, and Hamid Didari
Khamseh Motlagh. "Liver Segmentation in CT Images
Using Deep Neural Networks." 2020 28th Iranian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ICEE). IEEE,
2020.

7

76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이준협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pieversation7@gmail.com, 010-6703-6253)
김재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jaemin.kim0206@gmail.com, 010-4665-0938)
◀목차▶
Ⅰ. 들어가며

Ⅳ.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1. 해양환경 보존의 ‘대세적 의무
(Obligations Erga Omnes)’로서의
성격
2. 국제기금조성
3. 지역협정을 통한 사인의 법적 지위
개선

Ⅱ.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가책임
청구 가능성 검토
1. 오염수 해양방출의 현황 및 특성
2.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론 검토
3. 오염수 해양방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4. 오염수 해양 방출 시 무과실책임주의
적용가능 여부 검토

Ⅴ. 맺으며

Ⅲ.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제사법적
해결의 쟁점
1. 오염행위 및 피해의 내용
2. 국제사법제도의 취약점

77

I. 들어가며

해양환경은 인류의 공동 점유물로서 훼손 시 그 복구가 어렵고 국가의 관할권이 중첩되거나 관
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수역이 존재하여 실효성 있는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특
성을 가진다.1) 국제사회는 유류물질,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밸러스트 수 및 기타 폐수의
방출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2020년 7월 25일 MV Wakashio 기
름 유출 사고2),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해양방류3) 등의 사건은 국제
사회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계속된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
양 오염수 방출이 월경 피해를 입히거나 공동 자원인 어족 및 환경 전반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국
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 국제 분쟁은 피해국 내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공유
자원인 해양환경에 대한 법익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와 오염의 원천국 간 발생한다.
본 논문은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오염수 방출로 인한 특정 국가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에 책
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제2장에서 전통적인 국제법체계 하에서의 국가책임을 준거로
검토한다. 이후 환경 분쟁의 해결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범위
를 검토하고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 행위를 무과실책임주의 법리 하에서 조망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들 법리가 오염수 방출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갖는 한계를 환경 분쟁의 특수성과 국제사법제도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제4장에서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II.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가책임 청구 가능성 검토

1.

오염수 해양 방출의 현황 및 특성

일반적으로 해양오염원의 80% 이상이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4)

1) 김기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한국의 대응책”, 「국제법학회논총」, 제46
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pp.109-110쪽, (2001).
2) Regina Asariotis and Anila Premti, UNCTAD Article No. 58 [UNCTAD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Newsletter N°87] - Third Quarter 2020.
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eighth Session, Supplement No. 46
and corrigendum (A/68/46 and Corr. 1) pp.8-9, (2013).
4) 조동오,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배출관리제도 개선방안”,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13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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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인 오염수의 방출만이 해양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8월 발생한 일본 화물선의 모리셔스 제도 연안에의 유류 물질 유출 사건5)에서 알 수
있듯이 오염수는 해양 환경에 다양한 경로로 방출된다. 그럼에도 오염수의 해양 환경
에의 방출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수로부터의 해양 환경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 검토에 앞서 오염수 방출 행위의 특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로 인한 월경성 오염의 가능성
월경성 오염이란 어느 한 국가에서 유발된 오염원(pollutants)이 공유천연자원(shared
natural resource)을 통하여 그 국경을 넘어 이동되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의미한다.6) 월경 오염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UN의 산하기구인 국제
법위원회(이하 ILC)는 1973년 ‘Resolution 3071’에 근거하여 초국경적인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 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
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에 관한 조약안’7)을 작성 중이다.8) 해양순환 모델
과 인공위성, 선박, 부이 등의 관측 자료를 종합 해석하여 산정했을 때, 오염수는 해수
입자가 조류, 해류를 동인으로 하여 해안선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월경성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9) 따라서 추후 해양환경에
의 오염수 방출 행위를 검토함에 있어 원천국의 행위가 타국의 환경에 손해를 끼친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속된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의 축적 가능성
해양환경에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그 효과는 단기에 비가시적일 수 있다. 해양환경이 오염
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 자정작용을 통해 수질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6, pp.6-7, (2002).
OCHA(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MAURITIUS: MW Wakashio Oil Spill Flash Update No. 1, (2020).
6) Stephen C. McCaffrey, “Pollution of Shared Natural Resource”, Proceeding of ASIL,
Vol.71, 1977, p.56; Allen L. Springer, The International Law of Pollution(London:
Quorum Books), p.13, (1983).
7)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8) 오선영,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
련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61호 2011년 6월, p.8, (2011).
9) 한인성, 서영상, 황재동, 임월애, 윤석현,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해양 방사능 유출사고 시나리
오 기반의 수 산업 피해 대응방안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8:1, pp.96-97, (2012).
10) 국제유조선오염연맹(ITOPF), "환경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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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염수의 방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효과가 축적되어 나타날 수 있다.11)
어떤 물질은 단독으로는 경미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특정 물질은 해양환경의 기타 물질과
함께 복합작용을 하면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물질이라도 기후, 지형 등
물리적인 해양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기도 한다.12) 따라서 해양 오염수 방출 행위를
검토함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타국의 인적·물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예측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3) 사인(私人)에 의해 방출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은 사적인 개인, 사적인 법인 및 기타 실체 등에 의해 이뤄
지고 있다.13) 이때 사인의 오염수 방출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일, 오염수 방출로써 해양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국가 행위
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경우, 국가의 통상적이고 평온한 주권행사에 대해서도 심
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14) 반대로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국
가가 감독하지 않을 때 UNCLOS 전문(前文)에 따라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야 할 해양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 행위의 발
생 시, 그것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행위의 책임을 갖는 주
체를 검토해야 한다.

2.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론 검토
1) 국가책임의 정의
2001년 ILC 국가책임규정 초안 (이하 초안) 제1조는 국가책임이란 국가의 위법행위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밝

쪽.
11)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원자력사고나 방사선비상사태 후 장기 오염구역 거주자 방호
에 ICRP권고 적용", 『ICRP Publication』, 111호(2008), 15쪽.
12) 오선영,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61호(2011.6), 22쪽.
13)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서울: 법문사, 2003), 326쪽.
14) 양희철, “국경을 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과 적용의 한계-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인한 동중국해 해양환경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cean and Polar
Research』, 2015,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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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15) 즉, 국제법상 국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16) 초안
은 제2조에서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의 성립은 당해 행위가 그 국가의
행위이거나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한다. 또한 국제법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초안의 국가책임 성립의 두 번째 요건이다. 이하
에서는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인 귀속성과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다.
(1) 국가귀속성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됨은 명백하기에 국가조직에 소속된 성원(成員)
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17) 초안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닌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
으로 국가책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비국가 기관 또는
사인의 행위가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지휘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하였다.18) 또한, 초안은 국가의 국
내법에 따라 공권력을 대리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인 또는 사법인의 행위 역시
국가 행위로 판단한다.19)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에 있는 사법인

의 행위 역시 국가 행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20)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인 또는 사인의 국내법상 월권행위(ultra vires acts) 역시 국가 행위라고 간주한
다.21) 초안은 국가의 부작위 역시 국가기관의 행위로 바라보기에22) 당사국이 의무이행
에 필요한 국내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서 상대방 국가에 가시적인 환경피해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가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존재한다.23)
사인행위가 앞선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인행위에 의한 타국의 피해를 막기 위
해 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했는지에 따라 사인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24) 주의의무란 통상적으로 사인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처를 할 의무와25) 현실적으로 사인에 의한 불

15) C. Eaglet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Univ.
Press, 1928), p.22.
1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서울: 삼영사, 2007), 37-52면
17) 2001년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제4조 : ILC Report(2001),pp.84-92.
18) ILC Report(2001), Commentary to Art. 8, p.103, para.(1)
19) 국가책임규정초안 제5조: ILC Report(2001), pp.92-95.
20) 김석현, “국가책임 성립요건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제1호(1994), 108쪽.
21)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제8개정판)』, (서울: 일조각, 2000), 223-224쪽.
22) 국가책임규정초안 제2조: ILC Report(2001), pp.68-74.
23) 박병도, 『국제환경책임법론』, (서울: 집문당, 2007). 43쪽.
24) Phoebe N. Okowa,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83.
25) 박병도,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제38호(2017),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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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발생할 때 대해 적절한 사후구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26) 제53차 ILC
보고서인 “해로운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예방초안” 제3조에 관한 해설
서는 “상당한 주의란 법적 지위의 중요도에 따라 비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결과에 따른 책임이 아닌 일반적 행
위 의무로서 국가의 특수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7)
(2) 국제의무 위반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국제의무위반이다. 문제 되는 행위가 원천
국에 귀속되더라도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무위반이 존재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 국가에 작위 또는 부작위 의
무를 명백히 설정하지 않는 한, 국제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28) 초안은 국제의무
위반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29) 국제의무의 연원은 일반조약, 국제관습법상 의
무, 국제사법기구의 판결, 국제환경기구의 결의안 및 국가의 선언(宣言)을 포함한다.30)
특히, 환경오염의 발생 시 원천국과 피해국 간에 적용되는 국제환경 협약상의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협약이 요구하는 구체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라 위반의 정도 및 내
용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
가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31)

3. 오염수 해양방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1) 오염수 해양방출 행위의 국가귀속성
오염수의 해양방출 행위는 그 주체가 다양하므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을 위해
귀속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우선 초안에 따라 국가기관,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의 오염수 해양방출은 국가 행위에 귀속된다. 예컨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오

26) 이한기, 『국제법』, (서울: 박영사, 1993), 578쪽.
27)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2항, ICJ Reports(1974), p.267-270).
28) 환경부 보고서,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17쪽.
29) ILC는 특별보고자 R.Ago 교수의 제의를 받아들여, 국제법상의 모든 위법행위를 국가책임
성립의 객관적 요건으로 하기 위하여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가 아닌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Yearbook of ILC(1973), Vol.II,
p.184.
30) 박병도, 전게서, 2007, 43쪽.
31) 노명준, 전게서, 2003,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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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를 처리를 담당한 국가기관인 도쿄전력의 행위는 일본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32)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의 오염행위가 발생한 경
우, 국가의 적절한 입법적 조치 도입 여부 또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 역시 국
가 행위를 판단하는 준거이다. 국제환경협약은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작위 또는 부
작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UNCLOS는 제5절에서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
감, 통제를 위해 각국에 심해저활동, 투기, 선박 등에 대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는 적
절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컨대 동 협약 제235조에 따라 자연인 또
는 법인의 오염행위에 대한 사후 구제 및 보상에 관한 국내법적 조치가 미비하여 특정
국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국은 원천국에게 부작위에 기한 국가책임을 청구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인의 오염행위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수립함에서 상당
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이
하 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이 타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의무를 진
다’고 판시하였다.33) 상당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유효한 환경법규의 제정 및 시
행, 협의와 사전 통지34), 환경영향평가의 실시35), 불법행위의 방지 또는 종료, 책임자
의 처벌, 정보교환 등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실체적, 절차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서36) 이중 양국 간의 협력의무는 The MOX Plant37) 사건에서 드러나듯 “환경영향감
시뿐 아니라 상호협력 및 더 많은 정보의 교환”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오염수 해양방출 행위의 위법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규제하는 국제법상 의무는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다.38) 우선 소극적 의무로서의 월경피해 금지의무(no-harm principle)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허

32) 권오성, 김나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제14권 제2호(2013), 663쪽.
33) Case Concerning Pulp Mills i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s 2010, p.55, para.101.
34)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2, vol. 23, no. 1, pp.22-29.
35) 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806.
36) 권오성 김나형, 전게서, 660쪽.
37)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December 2001, I.T.L.O.S. Reports 2001, p.12, para.82.
38) S. Jayakumar et al.,(eds.), Transboundary Pollution: Evolving Issues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Cheltenham: Edward Elgar, 2015),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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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아니할 국가의 의무이다.39) 중재재판소는 Trail Smelter40) 사건에서 “어떠한
국가도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손해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
었을 때, 타국의 영토나 재산 및 사람에 대하여 매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히도록 자
국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권리가 없다”41)고 판시하며 월경성 환경피해
금지의무의 관습법적 의무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또한, 1972년 인간 환경에 관한 스
톡홀름선언 원칙 21과 리우선언 원칙2 등에서도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범위 내에
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월경피해 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방
출 행위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 소극적 의무인 월경피해 금지의무는 일국의 영역에
대한 국가 주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에 국가의 관할수역 내 불완전한 국내법적 조치
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조약상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것을 강
제하는 적극적 의무가 국제환경책임법상 도입되었다. 스톡홀름선언 및 리우선언에서
적극적 의무로서의 환경보전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였고42) UNCLOS 제192조 일반적
의무, 193조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이하 런던협약)’은 비국내수역을 포함하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
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오염을 막을 당사국의 적극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
다.43)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조약도 당사국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992년 발트해 해양환경보전협약, 1983년 카리브지역 해양환
경보전개발협약 등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44)
한편, 국제사회는 국가책임제도가 소급적(ex post facto) 의무에 기반한 책임제를 규
율한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
려45) 아래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각국은 국경을 넘는 잠재적인 환경피해를
평가할 의무와 다른 국가에 위험한 활동을 통지할 의무를 포함하는 절차적 의무를 도

39)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ňual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55.
40) Trail Smelter Arbitration (United States v. Canada), Award, 1941, 3 U.N.R.I.A.A.
1905.
41) 양희철, 전게서, 351쪽.
42) 정회성 외, “녹색성장 성과연계 등 Rio+20 대응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2011, 92쪽.
43) 최지영 외, “런던의정서 가입 시 중국이 제출한 통지(선언)에 대한 검토”, 『대한환경공학회
지』, 제34권 제2호(2012), 129쪽.
44) 노명준, 전게서, 2003, 341쪽.
45) A. Kiss,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ment", Revue Juridique de l’Environment
(Lyon, France, 1989),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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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적극적 의무의 이행규정을 마련하였다.46) 2001년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을 넘는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초안’의 제4조, 제7조 등은 예방, 협력 의무, 평
가의무, 토지 및 정보제공의무, 예방조치에 관한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이후 국제 관습법 및 조약상 승인되었다. Pulp Mill Case에서 재판소는 “환경
영향평가 관행이 많은 국가 사이에서 수용됐으며, 공유자원과 같이 국경을 넘어 중대
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
행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47) 유럽의 해양 보호 지역협정
인 OSPAR 협정 제9조에서도 정보제공 및 협력의 의무 등이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 기
준을 제시하였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에서도 인근 국가에 위협 요인을 제대로 통지
하지 못한 것 역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를 근거로 한 국가책임을 청
구할 수 있을 것이다.48) 환경보전 의무는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승인되고 있음
에도, 규범적 의무는 초월경성 오염피해의 발생 시 실효적인 법적 해결방안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책임이 피해보상액의 산정 및
피해의 인과를 증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환경오염 자체
의 특수성에 기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49) 또한, 위법하지 않은 국가행위
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기에 환경 분쟁
및 환경오염 발생 시 국가의 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무과
실책임주의를 검토해야 한다.

4. 오염수 해양 방출 시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1)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는 특정한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면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원천국이 보상할 책
임을 진다고 판단하는 개념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국제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
는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해양 오염수 방출 행위의 국가
귀속 여부, 오염수의 종류에 따른 국제관습법상 국제 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의 원천국이 해양환경의 원상복구와 해양자원의 유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50)

Xue Hanquin, Transboundary Damage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iy Press, 2003).
47) 양희철, 전게서, 350쪽.
48) 권오성, 김나현, 전게서, 663쪽.
49) 전재경, “환경안전과 환경책임”,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개혁관실 보고자료, 2013, 1-3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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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를 해결함에서 무과실책임의 필요성이 대두한 까닭은 환경 문제의 경우 타국
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환경의 손상이 전통적 관할영역을 이탈하여 다수의 관할
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51) 즉, 국가책임이 규정하는 전통적인 관할 영역
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상의 규제를 수행하는 것이 국경을 초월하는 손해를 해
결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지지하고 있다.52)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해양환경에
방출된 오염수가 특정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행위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피해의
결과만으로 원천국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국제법상 확인 가능한 무과실책임주의
1967년 ‘우주조약’ 제6조는 조약의 당사국이 정부기관 및 비정부주체의 행위 일반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상 무과실책임을 확인하고 있
다.53) 이때의 국제적 책임은 자국의 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주조약’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국
제법상 수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54) 무과실책임주의는 OECD에 의한
1960년 ‘원자력 분야의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조약’, `국제 원자력 기구(이하 IAEA)
에 의한 1963년 ‘원자력분야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등에서 ‘고도로 위험한 활동
(ultra hazardous activity)’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55) 이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이 인
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의 내재적 위험성이 준거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56)
따라서 오염수 방출이 국제법상 ‘고도로 위험한 활동’인지 검토해야 한다.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일반적으로 ‘고도로 위험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국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고도로 위험한 활동’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국제법상
부재하기 때문이다.57) 그러나 ‘고도로 위험한 활동’은 다수의 법학자로부터 ’극도의 월
50)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1928 P. C. I. J. (Ser. A) No. 17, p.47.
51) 오공균, “국제해양환경법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4, 74쪽.
52) 김석현, “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특수성”, 『국제법평론(국제법출판사)』, 통권 제3
호(1994), 55-58쪽.
53) U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genda item 4], DOCUMENT A/CN.4/543, (2004),
para. 182-184.
54) 양희철, 전게서, 344쪽.
55) 노명준, 전게서, 2003, 328쪽.
56) John H. Knox, "The Myth and Reality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96AJIL(2002), p.294.
57) Neil Craik et al.,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d Innovation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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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58) 이때의 위험은 ‘예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도 포괄한다. 이때, 해양 오염수의 방출원 및 오염수가 포함하고
있는 오염물질에 따라 그 방출을 ‘고도로 위험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현행
국제 조약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이 ‘고도로 위험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없이 오염수의 방출원 및
포함 오염물질에 따라 사인이나 국가에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
는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
(1)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해양 오염수 방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의 경우 런던협약과 IAEA에 따라 그 방출
행위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런던협약은 1993년 농도에 상관없이
모든 방사성 물질의 고의적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개정하였다.59) 동 협약에 따라 방
사성 물질의 투기 행위가 협약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
로 런던협약 자체가 무과실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의
투기를 고도로 위험한 물질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반면, 방사성 물질을 포
함하는 해양 오염수 방출에 대하여 IAEA는 ‘원자력손해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소멸시효인정, 강제보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원자력손해배상의 주요원칙
을 적용함과 동시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였다. 동 협약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고
려함에서 고의나 과실을 유무를 불문하여 부담하게 하고, 1997 개정서에서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와 원자력 손해를 규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60) 다만, 이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방사능 폐기 행위를 책임지는 사인인 시설 운
영자 또는 사업자에게 한정했다는 한계를 갖는다.61)
(2) 유류폐기물을 포함하는 해양 오염수 방출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는 유조선으로 운송되는 기름에 의하여 해양오염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그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인 69 CLC 및 71 FC를 채택함으로써 기름 오염
손해에 대한 국제적 보상체제를 갖추었다.62) 이때, 69 CLC가 전통적으로 해사법상 고
58)

Alan E. Boyle, "State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 Necessary
Distinction?",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 vol.39, No.1,
1990, p.7.
59) 권오성, 김나현, 전게서, 663-664쪽.
60) 이대성,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손해배상 체제 구축방안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 13
쪽.
61) 이창현, 김상중, “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2011, 96쪽.
62) 목진용, 최동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 협약 대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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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됐던 과실책임주의가 아닌 무과실책임으로 변경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선박소유
자는 유류 물질을 포함한 오염원이 해양오염 손해의 원인이 될 때 피해자인 제삼자에
게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물론, 동 협약안은 선박소유주, 선
박의 관리자나 운항자 등 사인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다는 맥락에서 유류 폐기물 유출
에 따른 국가의 무과실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63)
(3) 해양환경에서의 선박평형수 방출
‘선박 평형수’는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평형수 탱크에 주
입하거나 방출하는 바닷물이다.64) 이는 기항국에 서식하지 않는 미생물, 해로운 병원
균 등 다수의 유기물을 포함하며 해양환경에 위해를 가하기에 오염수로 간주하지만65),
전술한 유류 및 우주 협약과는 달리 고도로 위험한 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만큼 현
재 국제법상 무과실책임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IMO가 선박 평형수의 위협성
을 인식한 이래, 조약 당사국은 이로 인해 자국 내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결과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환경법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1조가 대표적 입법례이다. 동조는 “사업장 등
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의 제목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임을 근거
로 판단하였을 때, 동조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66)
동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무과실책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
경에 피해를 주는 ‘해양오염’을 포함하기에 선박 평형수의 문제에 대하여 준용될 수
있다.

3) 무과실책임주의 적용의 한계
해양환경에서의 오염수 방출을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조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
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와 유류 폐기물을 제외한 오염수의 경우 특정 국가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발생한 환경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어 타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

(2000).
63) Bunker 협약안, 제3조 제2항.
64) 황준성,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의 현황과 전망”, IBK 경제연구소, 2016, 4-5쪽.
65) 최재선, “선박 물밸러스트의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제15권 2호(2016), 61-62쪽.
66) 조용호, “환경법제에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구체적 적용과 문제점”, 법제처, 『통합 법제
연구보고서』, 2010,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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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7) 이러한 맥락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지지하는 다자간 지역 조약
및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존재한다. 1973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에 체결된 ‘라 플
라타와 그 해양경계에 관한 조약’과 ‘1969년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유럽조약안’이 대표
적으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68)
그러나 무과실책임주의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간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주장이 우세하다.69) 이에 따라 무과실책임주
의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나 국제책임의 일반원칙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
정 국제 조약상에서 제한적으로 승인되고 있을 뿐이다.70) 무과실책임주의를 환경 분쟁
의 해결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주체가 특정되거나 피해의 정도가 판단되
어야 하는데 환경에의 피해를 산정할 기준 및 오염의 원천국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
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오염수의 해양방출로 인한 피해의 국제사법에 근거한 민사책임
청구의 방안, 배상액 결정의 기준과 절차, 배상청구절차에 대한 세부 이행 규정에 대
한 국제법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만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
을 국제법상 해결할 수 없다.

III.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염수 해양방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데 어려움이 있
으며 이는 환경분쟁의 특성 및 국제법체제에 내재한 난제와 관련 있다. 특히, 피해를
본 주체가 특정되거나 피해의 정도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환경에의 피해를 산정할 기준
및 오염의 원천국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오염수의 해양방출
로 인한 피해의 국제사법에 근거한 민사책임 청구의 방안, 배상액 결정의 기준과 절
차, 배상청구절차에 대한 세부 이행 규정에 대한 국제법적 합의가 부재하다.

67) 노명준,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7권
제1호 통권 51호(1982), 124-125쪽.
68) Slavko Bogdanovć, International Law of Water Resources: Con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1954-2000), (Belgiu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346,
69) Patricia Birnie and Alan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98.
70) Crawford James et al.,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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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행위 및 피해의 내용
1) 책임 있는 오염 주체의 특정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시 많은 경우 중대한 오염을 발생시킨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복수의 국가가 오염수 방출행위와 관련되거나 원천국과 피해국 모두가 오염행위에 대
한 책임이 있는 경우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초안은
“복수의 국가가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행위와 관련하여 각각의
국가들에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각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별 책
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71) 결국, 특정한 오염 피해에 대하여 다국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각 국가의 책임 비중을 판단하여 국가책임을 청구해야 하지만 오염수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논
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72) 설령 국가의 책임 비중을 판단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환경법

원칙상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73)이

주의의무가 부과되지
다.75)

‘공동이지만
않는다.74)

차별적

책임원칙(Principle

of

Common

but

유효한 이상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상당한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공백이 야기될 수 있

또한, 원천국의 오염행위와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서 발생

하는 어려움은 국가의 책임 비중 판단을 어렵게 하는 다른 이유다.76) 양자 사이의 시
간적 거리, 물리적 거리, 오염피해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확대된 손해, 다양한 오염원
의 결합 여부, 인접 환경의 오염 민감성 등은 오염유발행위와 피해 간 명확한 인과관
계를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77)

2)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71) ILC Report(2001), Commentary to Art. 47, pp.316-317, paras.(5)∼(7).
72) 박병도, 전게서, 2017, 337쪽.
73) 오진규, “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과 후속협상의 협상쟁점과 시사점”,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 9, No. 43(2018), 46쪽.
74) 박병도, 전게서, 2013, 168-170쪽.
75)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ISBN 978-92-64-04048-9, pp.14-15,
(2008).
76) 손지영, “과학적 증거”에 대한 WTO법리 비판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의 시각
에서 본 국제법』2018, 47쪽.
77) Fracesco Francioni, Tullio Scovazzi(ed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London: Graham & Trotman, 199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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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오염 주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염행위로 인해 ‘중대하거나 심각
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가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
이 발생하지 않는다.78) 우선, 국제환경조약 및 관습법은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때에만
국가책임의 추궁을 인정한다.79)

이때 해양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는 오염이 오랜

기간 계속적, 누적적으로 진행되므로 오염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80) 또한,
아르헨티나 국적 선박 Bahia Paraiso호 사건은 인류의 공유자원이 원천국의 오염으로
부터 손상되었을 때 원천국에게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시사한다.81) 당
해 사건에서 아르헨티나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은 남극 해안에 막대한 양의 기름을 유
출해 남극의 해양환경이 오염되었다. 그러나 1959 남극조약 제4조에 따라 남극대륙은
어떠한 국가의 영토주권 아래에도 있지 않은 영역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아르헨티나에 배상책임을 추궁할 주체가 부재했다. 이처럼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는 해양환경에서 오염수 방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국이
존재하나 피해국이 불명확하여 공유자원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체제가 마
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국제사법제도의 취약점
1) 원고적격의 문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환경협약의 비당사국 또는 재판관할을 수락하지 않은 당사국에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82) 따라서 원천국의 책임으로 인하여 타국의 해양환경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에도 해당 사안은 원천국이 재판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
라면 국제재판으로서의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 설령 가해국이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상태이더라도 초안 제42조에 따라 환경손해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은 위법행
위로 자국의 법익을 침해받아 실질적 손해를 입은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 손해를 입
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익 침해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사안의 시정을 위해 민중소송(actio

78) 현준원,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제3권(2014),
129-131쪽.
79) Patrica Birnie et a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 (Oxford:
Oxford Univ. Press, 2009), pp.186-188.
80) Sucharitkul, Sompong,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Law", 1996, p.17.
81) 박병도, 전게서, 2013, 179-180쪽.
82) 박병도, 전게서, 2007,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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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is)을 제기할 수 있다면 국제사법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넓
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83) 그러나 South-West Africa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중소
송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84) 이는 오염수의 방출로 인류의 공유자원인 해양환경이 명
백히 훼손되었어도 제한된 원고적격으로 인해 국제법적 대응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ICJ는 오직 국가에만 소송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월경성 환경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입은 개인, 개인의 연합이나 민간환경단체는 국제재판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기에 각국의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피해
의 구제를 꾀할 수밖에 없다.85) 그러나 국가는 월경성 환경오염의 사법적 해결을 꺼리
고 있다.86) 이에 따라 국가가 사건당사자가 되지 않을 때, 개인 희생자를 구제할 방안
이 문제가 된다.

2) 개인 희생자 피해 구제 절차에 관한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독립적 피해 구제는 불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국제사법(國際私法)상 월경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87) 그러나 민사 소송을 관할하는 국제재판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재판소가 법규범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에 사실상 국제 민사소송법은
특정 국가의 재판제도를 바탕으로 한 공권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때, 국가 간
의 법통일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내지 법통일이 달성되었더라도 법규범의 해석과 적
용을 맡은 재판기구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개인 희생자가 어떤 국가의 재판소에서 권
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합의된 재판기구가 존재하더라도 기구의 결정을 타국의 사
인에게 집행하는 절차가 문제 된다. 물론, 오염수 방출 피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지역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 법통일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그 준거
법마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88) 개인 희생자 피해 구제의 가능성이 묘연해진다.

83)
84)
85)
86)
87)

박덕영, 오미영, 『환경문제와 국제법』, 세창출판사, (2013), p.159.
ICJ Reports, 1966, p.47, para.88.
ICJ 규정 제34조 제1항.
조은래,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동향" ,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2019), 138-139쪽.
국제사법은 민사상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 중, 복수의 국가와 관련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
는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 어느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국제재판 관
할의 문제, (2)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 (3) 그 판단
결과로서의 판결은 다른 국가에서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집
행의 문제가 존재한다. 박덕영, 오미영, 상게서, p.167.
88) 이헌묵,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의 준거법‘, 『통상법률』, (2016.12),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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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관할권의 문제
현재의 국제법상 오염수의 해양 방출 행위가 해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오염이 발생한
해역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여부가 문제된다. 자국의 영해 내에서 타국 선박에 의해 해
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박은 무해통항권의 향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UNCLOS
제21조에 따라 연안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즉, 영해
내에서의 오염수 방출에 의한 피해는 국내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수역 내 오염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유엔해양법
제211조 제5항 및 제220조에 따라 국내규범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89) 문제가
되는 것은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첩
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국의 관할권으로 갖는 다수의 국가 중 어떤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공해의 경우 어떠한 국가의 영토적 관할권
도 공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점과 선박은 공해상 기국 이외 어떠한 국가의 권한에도
복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UNCLOS 제87조, 제89조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공해상 발
생하는 해양오염에 대해서 기국만이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해상 방
출된 오염수가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수역까지 이동할 경우 이에 대하여 피해국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V.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1. 해양환경 보존의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로서의 성격
1) 대세적 의무
대세적 의무 개념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바로 그 내용의 중요
성으로 인하여, 그 이행에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의무를 가리킨다.90) 국제평
화와 안전, 인권, 환경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들의 행동을 지도해 나
아가는 국제법의 강행 기제 중 하나로서91)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결문에서 유
89)

Satya N. Nandan, Shabtai Rosenn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Belgium: Martinow Nijhoff Publishers, 1993), p.542-543.

90) 박병도,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40호(2018),.98쪽.
91) 김상걸, “국제공동체 개념을 통한 국제법상 양자주의의 극복과 대세적 의무”, 『법학논고』,
제69집(2020),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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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였다.92) 그 핵심적 내용은 한 국가가 개별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관련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가 위반된
경우 특별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이다.93) 이에 따라 특별한 법률효과에 따라 특
정 국가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국가군(國家群) 또
는 국제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위반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94)

2) 대세적 의무에 근거한 오염수 해양방출의 규제 가능성
현재로서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국 아닌 국가가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95) 해양환경의 보존과 오염수 해양방출의 중단이 대세적 의무
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모든 국가가 오염되지 않은 해양환경으로부터 누리는 법적 이
익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96) 앞서 검토한 국제조약 및 관습법은 해양환경이 인
류의 공통된 자원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제공동체 전체에게 그 보존 및 관리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97) 또한, 2011년 2월 1일의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각국
은 공해와 심해저의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의 대세적 성격에 비추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 위하여 ILC 조문의 초안을 사용하였다.98)

따라서 해양환경의

보존이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며 국제공동체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99)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염수의 방출행위가 대세적 의무로서 인정된
다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사안의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100)

해양 오

염수 방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근거하여 피해국
이 아닌 국가가 요청할 수 있는 구제의 절차 및 내용이 문제가 된다. ILC가 2001년에

92)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Case(Belgium v. Spain),
Judgement(Second Phase), ICJ Reports, p.32, para. 33, (1970).
93) 김대순, “대세적 의무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06), 6쪽.
94) 박현석. "국제법상 대세적(對世的) 의무(義務) 위반에 대한 ICJ 제소의 원고적격(原告適格)".
『홍익법학』, 제19권(2018), 113쪽.
95) 박현석, 전게서, 132쪽.
96) W. Riphagen, Second Report on the Content, Forms and Degree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Yearbook of the ILC, Vol.Ⅱ, Part one, United Nations, p.86, (1981).
97) 박춘호, 유병화,「해양법」(서울 : 민음사, 1986), 106쪽.
98) Case No. 17,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Seabed Disputes Chamber), Advisory opinion, p.180, 1st Feb.
2011.
99) Patrica Birnie et al., supra note 77, p. 131.
100)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2011),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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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은 ‘대세적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는 않지만, 피해국이 아닌 국가가 위법행위의 중지, 그 주장의 취소(원상회복), 재
발방지 등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01)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가
치인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행에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의무가 확보
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오염수 해양 방출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대세적 의
무의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102)

2. 국제기금조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책임 있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특정 사인이
수인한도를 초월하는 막대한 오염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실효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은 특정 국가 또는 국민의 재산상 손해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만큼, 만약 지구공유자원 또는 공해상 오염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시(顯示)
되지 않는다면 일국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된 국제기금의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
한 국제협약’에서 유조선 사고 시 선주의 책임을 넘어서는 오염피해를 보상하여 실질
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103) 당해 협약에서는 유조 선박의 보
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한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의무보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 또는 사인의
배상능력의 부재로 인해 이행되지 않는 배상액을 보전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
하게 하는 기금 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금 재원 마련은 녹색기후기금과 같
은 다양한 이행기구를 통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양 오
염행위가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예비적 책임의 이행이라는 성격에 기

대어 오염행위자의 기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생각건대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하는 국제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면 장래의
막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염자부담원칙과 같은 국제환경원칙을

1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제42조의 주해(13)-(14),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A/56/10), p. 119.
102) 박병도, 전게서, 2018, 121쪽.
103) 윤효영,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배상제도", 『환경법과 정책』, 제3집
(2009),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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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

할

수

있다는

(Non-Compliance

점에서

의의가

Procedures)104)에

있다.

한편,

당해

기금은

비준수

절차

따라 오염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에 재정적, 기

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도 운용될 수 있다. 또한, 사무국이 연구용역을 운용하
여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피해 산정에 관한 국제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해양환경 보
존 및 오염예방에 관한 연구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기금 조
성은 세대 간 환경보존의무를 분담하고 ‘협력의 원칙’ 및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한 해
결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105)

3. 지역협정을 통한 사인의 법적 지위 개선
UNCLOS 제197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수준의 보호를 추진해야 함을 언
급하고 있으며, 지역 다자조약을 발효하여 오염수 방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응하는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UNEP의 지원으로 발효된 최초의 지역해 프로그램인
지중해프로그램은106) 사회경제적 측면, 과학적 측면, 법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 다각
적인 조약을 통해 해양환경보호에 실효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협정
에 의거한 환경보호는 사법 절차의 이행에 있어 실효성을 결여한다. 초국경적 환경오
염피해에 대하여 국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국제법상 국가에 국한되고,
이에 대한 강제이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107) 현재 사인 피해자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환경 소송의 특수성이나, 외국 재판에서 타국의 피고
적격을 부정한 일국의 재판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를 고려할 때 현행 국가
책임의 틀 아래 사인 피해자가 다른 국가 내 오염행위주체 사인에게 배상책임을 청구
하는 것에는 절차적,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지역협정은 개별 오염피해에 대한 공동의 이해(利害)를 지닌 당사국의 실질
적인 공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실제로 ‘국경을 넘는 장거리 대
기오염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조는 ‘개별적인 오염방출원인과 집단적인 오염방출원
인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인정하여 초월경성 환경피해에 대하
여 과학적 인과논증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쉽게

104) 비준수 절차란 당사국간 협력을 통해 협약상 의무의 비준수를 방지하고, 비준수의 경우 일
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은래, 상게서, 147쪽.
105) 최수정 김정택,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의 오염에 대한 국가관할권행사 연구(황해
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128쪽.
106) Giulio Izzo, “Data Collec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European Sea
Conventions”, EEC, 1997, pp.39∼40.
107) 손경한 외, “국제적 집단피해에 대한 사례별 구제방안 연구”,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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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같이 국제사회는 지역협정을 통해 특정 환경분쟁에 관련된 사인의 법적 지
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인의 타국에 대한
국가책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국
사이에서 사인의 배상권 청구를 인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974년 ‘덴마크, 핀란
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의 환경보호협약’은 사인 피해자가 직접 조약 당사국인 다른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무차별 원칙108)을 제도화하여 사인 피해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109) 하지만 오염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을 때 여전히 타국의 사인을 제소하는 사법적 절차가 부재
하다. 따라서 장래에는 초월경성 오염으로 인한 사인 피해자가 타국의 사인 오염행위
자를 자국관할법원에 제소하여 확정판결을 구한 경우, 이를 타국이 승인하여 그 배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합의적 사법체제의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V. 맺으며

이상에서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
다. 초안이 규정하는 국가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를 준거로 특정 국가에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 행위에 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월경성 오염 피해는 그 오염 내용의 특수성과 국제사법제도의 흠결로 인
해 현행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제 환경분
쟁에 적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대세적 의무의 도입을 통한 국제의무의 확립, 국제기금
조성을 통한 배상책임 이행상 문제의 해결, 지역 협약을 통한 국제사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에만 의존하
는 것은 완결한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오염수 해양환경에의 피해는 비가역적 환경 변
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예컨
대 각국은 당사국 간의 자원개발과 경제적 유인을 주요 동기로 하는 ‘공동개발합의’를
통해 국가의 해양환경의 경제적 이익과 오염피해의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환경에의 오염수 방출에 관한 국가책임의 추궁에 필요한 국제법적

108) 2001년 ‘위험한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경을 넘는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초안’ 제15조
는 “국가는 국경을 넘는 손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구하기 위한 사법
절차나 기타 절차에의 접근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에의 접근을 그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허
락함에 있어, 국적이나 거주지 또는 침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소를 기초로 하여 그들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109) 박병도, 전게서, 2007,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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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구축 및 국제사법체제의 흠결 보완과 더불어 당사국 간의 자발적 공조를 배합
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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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국제법적 대응방안
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 분쟁의 특수성을 포용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를 ILC 규정초
안상 국가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를 두 축으로 검토하고 무과실책임 원칙의
도입이 환경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이점이 있음에도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못
한 이론임을 확인하여 오염수 방출 시 국가책임 추궁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후, 오염수 방출 행위로 인한 초월경성 오염이 발생할 경우
피해 내용의 특수성과 국제사법제도의 흠결에 기하여 현행 국제법으로 대
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①대세적 의무의 도입을 통한 국제의무의 확립 ②국제 기금 조성을
통한 배상책임 이행상 문제의 해결 ③지역 협약을 통한 민사적 사인구제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월경성 오염, 해양오염수, 국가책임, 무과실책임, 상당한 주의의무, 국제사
법제도, 국제의무위반, 대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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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untermeasures to the Discharge of Polluted Water Into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Junhyub Lee, Jaemin Kim
The paper aim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legal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paper provides solutions that encompass the traits of environmental disputes by reviewing
the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without Fault' and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has not been internationally approved even though it had an
advantage in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Subsequently, it was indicated that amid the
event of transboundary pollution caused by the act of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there exists limitations in the current judicial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obligations erga omnes;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funds and the ratification of
regional agreement between the nations.

◀ Key words ▶
Transboundary Pollution, Contaminated Water, State Responsibility,
Liability without Fault, Due Diligence, International Court,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bligations Erga Om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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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
- 구현가능성 및 구현 방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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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발족한 이래로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 지능의
특성들을 만족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가는 여러 철학자와 공학자들의 오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
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의 몇몇 특성을 절대 구현할 수 없다는 여러 철학적 비판들이 존재해왔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철학적 비판 중 하나가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이다.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
중 실천적 지식이 본질적 지식이며, 실천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상황적이기에 규칙에 따라 형식화될 수 없
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해 구현될 수 없다. 그러나 근래 딥러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이 나름의 실천적 지식과 상황적 지능을 갖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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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드레이퍼스의 비판을 고려할 때, 해당 사례들은 과연
진정 실천적 지식과 상황적 지능을 갖춘 사례들일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드레이퍼스의 비판을 극복하
고 실천적 지식과 상황적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일까?
위와 같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인공지능
과 관련된 본격적인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의 철학적 기반인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대
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을 상황적 지능의 문제와 실천적 지식
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논의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논제들을 바탕으로 상
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구현 가능한지를 실제 자연어처리의 사례들을 이용해 검토한 뒤, 과연 구현가
능하다면 어떻게 구현가능한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며, 각각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을 상황적 지능의 문제와 실천적 지식의 문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때 각각의 문제를 다시 과연 구현가능한가의 구현가능성 논제와 어떻게 구현가능한가의 구현방법 논제
로 정식화하고자 한다. 해당 문제는 4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둘째, 위에서 정식화한 구현가능성 논제에 대해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경험적으로 이를 검증해보고
자 한다. 이 때 자연어처리의 사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문제는 5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셋째, 위에서 정식화한 구현방법 논제에 대해 드레이퍼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구현가능한지에 대해 연결주의에 기반하여 철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답하고자 한다. 해
당 문제는 6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고전적 계산주의와 연결주의
인공지능 연구는 심신문제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견해에 토대한다. 우선 그것은 심신문제에 대한 일반
적인 형이상학으로서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토대한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따르면 존재론적으로 물리
적 실체만이 존재하며, 심적 상태는 반드시 물리적 상태에 수반하지만, 동시에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거나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연구는 또한 심신문제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기능주의에 토
대한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적 상태의 본성은 해당 상태가 어떤 물리적 상태에 실현되는가가 아닌, 해당
상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심리상태의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계
산주의 마음이론에 토대한다. 계산주의에 따르면 심적 과정의 본성은 계산 과정이다. 이 때 계산과정이란
어떤 기호들을 처리하는 특정한 방식들을 지칭하는 유한한 수의 규칙들을 유한한 수의 기호들에 유한번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곧 계산주의 마음이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나름의 기호
들에 대해 나름의 기호 조작 규칙들을 적용해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체계이므로 계산 과정으로 나타내어지
는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 계산주의 마음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어떤 종류의 계산 체계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시 고전적 계산주의와 연결주의(신경망 계산주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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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계산주의는 인간의 마음은 보편적 기호체계이며, 인간의 모든 사고는 근본적으로 기호조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 고전적 계산주의에서의 기호는 세계나 속성을 표상하는 본격적 의미의
기호이며, 기호조작 규칙은 특정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내용의 규칙들이다. 예를 들어 고전적 계산
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논리적 추론은 프레게 논리학의 기호들과 기호조작 규칙들을 이용한 계산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언어 이해는 촘스키의 통사 규칙과 의미론적 규칙에 따른 계산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 계산 주의는 전문가 시스템을 비롯해 본격적 의미의 기호와 이에 대한 규칙을 통
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는 Logic-Based AI,

o

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다만 인간의 지능이 요구

Symb lic AI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작업들 중 안면인식, 자연언어 번역처럼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호
와 변형규칙이 불분명한 작업들이 존재하며, 고전적 계산주의는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을 지닌다.

단점

연결주의(Connectionism)는 마음을 인공신경망과 유사한 계산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는 고전적
계산주의와 대비되어 비기호적(non-symbolic)이고 비논리적(non-logicist)인 입장으로 불리지만, 인공신
경망 자체가 하나의 계산체계이며, 이 때 입력값 벡터들을 기호, 그에 대한 벡터 변환 규칙을 기호조작규칙
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주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신경망을 이용
하여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주의는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연결주의에 따르
면 정보는 신경망의
o

드들 사이의 연결

노

도, 곧 가중치의 형태로

강

장되며, 정신적 처리 과정(Mental

저

g)은 신경망의 작동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음의 본성에 대한 연결주의적 입장은

pr cessin

일치하고, 인간 지능의 유연성(flexibility)를 잘 설명하며,

와

뇌

잘

드의 연결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 등의 패턴

노

을 통해 뇌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연결주의는
의 여러 중요한 특성들을 너무 단순하게 추상화하고 있으며, 실제 뇌와 일치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특성

뇌

뱡

들을 가정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뇌에는 신경망에 존재하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위한 역
향

연결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의 학습데이터 또한

엄청난 양

와 관련해

뇌

각할 경우 비현실적으로 여겨진다.1)

생

4.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
4.1 개요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는 컴퓨터 공학자였던 그의 형 스튜어트 드레이퍼스와 함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진행하며 인간의 지능과 비교할 때 인공지능이 본질적 한계를 가짐을 주장한다. 이러
한 그의 비판은 『What Computers Can't Do:
:

Machine

o

The P wer

o

of

o

o:

A Critique

of

,

Buckner

. ,

C

.

o .

(1972)』,

of

o

『Mind Over

(1986)』,

the C mputer

『What

g (1992)』 등의 저서들에서 수차례

o , 전문가 시스템 등의 기호 및 논리기반 인공지능

Simulati n

o ., "Connection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9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9/entries/connectionism/>.

Gars n J

Zalta

g

Artificial Intelli ence

Artificial Reas n Cambrid e

진행되는데, 주로 당대 성행했던 Cognitive

Edward N

Limits of

Human Intuiti n and Expertise in the Era

C mputers Still Can't D

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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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diti n

연구와 그 철학적 기반인 고전적 계산주의 비판에

이

초점

져있다.

맞춰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의 핵심이 되는 기호 및 논리기반 인공지능 및 고전적 계산주의에 대한 비
판은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그는 당대의 구체적인 인공지능 연구 사례들이 성공적이지
함을, 특히 인간 지능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

함을 지적한다.

못

둘째, 드레이퍼스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전제들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곧 고전적
계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디지털 컴퓨터의 기호조작 과정
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당시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물학적 전제:

생

가 뉴런들의 활성화,

두뇌

방식과 마찬가지로

음은 다음의

믿

네

가지 전제에 기초한다.

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컴퓨터가 기호를 조작하는

억

지털적인 기호조작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디

심리학적 전재: 인간의 마음 또는 지능은 기호들을 형식적 규칙에 따라 조작하는 계산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식론적 전제: 모든 지식은 형식화 될 수 있다. 곧 모든 지식은 형식적이고

적인 규칙들이나

맥락 독립

정의들로 표현될 수 있다.
존재론적 전제: 세계가 우리와 독립적이며,
진 사태들의

관적이며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개체, 속성, 관계들로 이루어

객

체이다.

총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이러한 전제들은 선험적으로 참이 아니며, 그렇다고 경험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된
것 또한 아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지능적 행동(intelligent

o )과 지식이 형식적이고 맥락 독립적인

behavi r

규칙들이나 정의들로 표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셋째, 드레이퍼스는 인간의 마음과 지능에 대한 위의 전제들에 대해 대안적 전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의 중요한 특성들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우
리의 경험을 통합하고 조직해주는 몸과 각 경우에 유관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행동
을 정돈되도록 해주는 상황(situation)이 모든 지능적 행동의 기저를 이룬다. 곧 인간의 지능은 본질적으로
체화되어 있으며(embodied), 상황적(situated)이다. 이 때 인간 지능의 이러한 특성은 인공지능에 의해 구
현될 수 없다. 한편 드레이퍼스는 명제적 지식(know-that)과 실천적 지식(know-how)를 구분한다. 이 때
명제적 지식은 의식적인, 언어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제를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명제
가 표상하고 있는 맥락독립적인 기호들과 규칙들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
에 반해 실천적 지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
로,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많은 경우 이는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명제적 지식이 의존

하는 근본적인 지식이다. 그러나 이는 맥락 독립적인 기호와 규칙들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공지능
으로 구현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드레이퍼스는 상식적 지식의 문제(the
o

o

o

o

pr blem

of

g )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상식은 실천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

c mm n-sense kn wled e

문에, 이는 인공지능에 의해 구현될 수 없다.
드레이퍼스의 이러한 비판은 그 당시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며, 철학과 인공지능 연구에 큰 영향
을 주었지만, 현대에는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이는 우선 드레이퍼스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된
기호적 인공지능이 여러 한계에 부딪힌 결과 점차 주류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여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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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적인(sub-symbolic) 인공지능, 특히 인공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들에 대해서는 드레이퍼스의 비판이 직접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공신경망의 철
학적 기반인 연결주의는 드레이퍼스가 비판하는 4가지 전제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드레이퍼스 본인 또한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지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동시에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 인간 마음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견해와 양립
가능함을 인정한다.2) 한편, 드레이퍼스의 비판은 하이데거,
에서도 그

점

를로퐁티 등의 현상학적 논의에 근거한다는

메

이 제한된다.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서 이런 현상학적 통찰을

영향력

아들여 하이데거적

받

인공지능을 연구하려는 시도도 분명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대다수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자연과학적
관점과 대비되는 현상학적 관점은

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3)4)

받

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드레이퍼스의 비판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드레이퍼스가 논의하는 지점들, 곧 실천적 지식과 상황적 지능은 인간 지능의
본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천적 효용성을 가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다. 둘째, 인공
지능이 이런 특성들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는 논의가 필요한 철학적 전제들, 예를 들어 현상학적
전제들에 근거하지 않고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이어지는 절들에서 드러나겠지만, 실제로 드레이퍼스는
인간 지능이 이런 특성들을 갖출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현상학적 전제들을 활용할 뿐, 인공지능이
해당 특성들을 갖출 수 없음을 논증하기 위해 현상학적 전제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곧 드레이퍼스의 논
의가 대안적 관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그렇
기에 인공지능이 드레이퍼스가 논의한 지능의 이러한 특성들을 갖출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레이퍼스의 비판를 참고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상황적 지능
과 실천적 지식에 관련된 드레이퍼스의 논의들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 뒤, 해당 주제들을 드레이퍼스의
현상학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또한 연결주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형태로 정식화해보고자 한다. 이
때 상항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에 관련된 논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지만, 이후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각
의

2)
3)

개의 논제로 명확하게 정식화하고자

별

하였다.5)6)

노력

, H. (1992),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New York: MIT Press, pp.xxxiii-xxxvii
이 그의 대안을 받아들인 하이데거적 AI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Dreyfus, H. (2007). Why
Heideggerian AI Failed and How Fixing it Would Require Making it More Heideggerian. Philosophical

Dreyfus
더욱

Psychology, 20(2), 247-268.
4) 이는 드레이퍼스의 비판에 대한 파이겐바움의 다음과 같은 반응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What does he offer us?
Phenomenology! That ball of fluff. That cotton candy!". McCorduck, P. (2004), Machines Who Think (2nd
ed.), Natick, MA: A. K. Peters, pp.230
5) 드레이퍼스는 고전적 계산주의에 기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의 최종적 비판을 상식적 지식의 문제(the problem
of common-sense knowledge)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인간의 상식이 실천적 지식과 상황적 지능

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 구현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당 문제는 결국 상황적 지능의 문제와 실천
적 지식의 문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실제로 드레이퍼스 본인 또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상식적 지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6) 현대의 인공지능 논의는 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체화성은 하드웨어와 로봇에 더욱 가까운
논의이다. 또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적 지능 및 실천적 지식과 체화성은 약간 맥락이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체화성과 관련된 논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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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황적 지능의 문제
인간이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은 열린-구조 문제(Open-structed Problem)이다.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열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실들(fact) 중 어떤 사실들이 가능적으로 유관하며(relevant),

린-

어떤 사실들이 실제로 유관하고, 이들 중 다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essential)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7) 그러나 사실들은 상황(situation)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유관함 및 중요도가 결정되어있
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잘생겼다는 사실은 그가 애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유관
하며 중요하겠지만, 그의 키가 큰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무관한 사실일 것이다. 곧 사실들의 유관함과
중요도는 상황과

에 따라

맥락

라지며, 모든 사실들은 어느 상황에서는 가능적으로 유관할 것이다. 이

달

때 인간의 지능은 각 상황에 있어서 무한한 사실들 중 어떤 것들이 가능적으로 유관하고, 또 실제로 유관
하며, 이들 중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쉽게 알아낸다. 인간 지능의 이러한 측면을 상황적 지능이라 하자.
그러면 어떤 사실들이 각 상황에서 유관하고 중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을 줄 수 있을까?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하다.
행(regress of

하면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듯이 규칙적용과 관련된 무한 퇴

왜냐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8) 각 상황에서 가능적으로 유관한 사실이 될 수 있는 사실은

rules

한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실제 유관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규칙은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무

그러면 각 상황에서 이들 규칙들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적용해야하냐에 대한(곧 규칙적용의
판정해주는)

고 그름을

옳

타규칙이 있을 것이며, 이들 메타규칙에 대해서도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어떤 메타규칙을

메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타규칙에 대한 메타규칙을 주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메

발생할 것이다. 곧 규칙적용을 규칙적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퇴행이 발생한다.

무

이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언어 사용의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가정하면 분명해진
다. 언어규칙은 대상언어의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주는 규칙으로, 다음의 예시와 같이
타언어적이다.

메

규칙: 다른 사정이 같다면 우리는 햇빛 하에 빨간 대상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빨갛다’ 고 말해야만
한다.

위 문장은 메타언어 문장으로,

조 표시된 ‘빨간’은 메타언어의 표현이다. 따라서 위 문장을 명

강

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타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메타언어
표현의 옳은 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어규칙을 명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때 그 규칙은 메타언어에
대한

타언어로 표현될 것이며,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곧

메

한퇴행이 발생한다.9)

무

따라서 위와 같은 무한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관함과 중요도에 대한 규칙 적용을 결정해주
는 규칙 이외의 무엇인가가 있어야한다. 만약 이것이 특정 종류의 사실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 사실은 유관
함과 중요도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적용되어야하므로, 그 어떤 유관함과 중요도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규칙적용을 결정해준다는 것은 해당 사실이 그 상황에서 해당 규칙적용과
7) Dreyfus, H. (1992), loc cit. pp.257-263
8) Ibid.,pp.203-205
9) 이병덕. (2017).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 언어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출판부,

.385-387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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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서울: 성균관대학교

무엇

유관하고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 유관성과 중요도에 대한 규칙이 요구된다. 곧 마찬가지로 무한퇴행이 발
하므로, 특정 종류의 사실은 규칙적용을 결정해줄 수 없다.

생

그러나 인간이 상황적 지능을 가짐이 분명하기에, 규칙적용을 결정해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거
나, 규칙

의 상황

외

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해주는

인가가 존재해야한다. 드레이퍼스는

무엇

맥락

및

상황이 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학에 따르면, 자연과학적 세계가 아닌, 우리의 의식 경험을 통해
드러난 세계의 모습이 세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는 의미로서의 세계로, 대상은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지각되며, 이 때 더 높은 단계의 새로운 의미를 지향하면서 파악하는 작용을 구성작용이라고 한다.10) 드레
이퍼스는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에서 각 상황에서 사실들이 이미 인간의

요(human

필

) 및 목적

needs

(purpose)에 의해 구성되어있고, 의미가 부여되어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상황과 가능
성에 대한 많은 지식은 실천적 지식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그에 대한 포괄적 이해(general
grasp)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목적 및
이미

상

항

요와 과거의 실천적 지식이 상황을 구성하면서

필

이 유관하고 중요한지를 드러내주며, 곧 상황적 지능이 가능해진다.11) 이 때 주의해야할

무엇

것은 규칙에 의해 상황 별로 유관함과 중요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즉

규칙적용의 무한퇴행

에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상황은 규칙 없이 정돈된 행동

애초

(orderly

o )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특정 대상의 유관함과 중요도를 바꾸는

behavi r

과정은 나름 규칙적이지만(contextual

g

), 이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며, 지배될 필요도

re ularity

없다.12)
하지만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상황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하는 규칙적용의 무한
행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상황적 지능을 가질 수 없다.

퇴

하면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자신

왜냐

의 목적에 따라 상황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구현된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통사규칙
에 따라 기호들을 조작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규칙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관한 정보를 모으는 이러한 규칙 적용 과정에서 마찬가지의 무한퇴행
이 발생하고 만다. 따라서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상황적 지능을 가질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상황적 지능의 문제를 다음의 두 논제로 정식화하는 것은 자연스
럽다. 또한 해당 논제들은 드레이퍼스의 현상학적 입장과도 무관하며, 연결주의 기반의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형태임이 분명하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계
산체계인지는

라질 수 있어도, 결국 나름의 규칙을 가지는 계산체계이기 때문이다.

달

상황적 지능의 문제 1: 구현가능성 논제
인공지능이 각 상황에서 어떤 사실들이 가능적으로 유관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유관하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

10)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

『

의

후썰

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초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73-77
11) Dreyfus, H. (1992), loc. cit. pp.261-263
12) Ibid.,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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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황적 지능의 문제 2: 구현방법 논제
만약 인공지능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한다면,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상
황 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하는가? 규칙적용에 의한 것이면 무엇이 무한퇴행을 방지해주며, 아니라면
이 이를 결정해주는가?

무엇

4.3 실천적 지식의 문제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o

g,

o

)은 언어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제를 그 내

kn wled e kn w-that

용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양이가 동물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이 지식은
고양이가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그 내용으로 갖고 있다. 명제적 지식은

“

그 내용이 표현되기에,

적인 언어적 문장으로

맥락독립

적인 기호화 규칙들로 형식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구현

맥랍독립

가능하다.
그에 반해 실천적 지식(know-how)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목표

성을 위해 적절한

달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러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전거를

고,

탈 줄 알

을

걸

다. 이 때 명제적 지식이 실천적

줄 안

지식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하며, 반대로 실천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는 경우들도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곱셈을 할 줄 안다고 할 때 이는 해당 인물의 곱셈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실천적 지식으로 표현된 것이며,

드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전략을 언어적인 명제들로 표현한

카

다면 이는 실천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된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분명 인간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은

분을 차지한다.

많

부

드레이퍼스는 실천적 지식이 맥락독립적이고 형식적인 규칙들로 형식화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구현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우선 그는

은 경우 실천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될

많

수 없음을 주장한다.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어있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요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실천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일상에서 마주하

필

는 많은 문제들은 명확히 정의되거나 구조화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양한 바람세기
등의 조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다양한 상대와 다양한 맥락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법을 분명 안다. 그러나
이 때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히 행위하는 법에 대한 명제로 표현되는 언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13)

적으로 자전거를

단

탈 줄

아는

은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법을 명제적으로

많

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그 누구도 다양한 조건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완벽하게 명제적으로 표

설

현하지는

할 것이다. 곧

은 경우 실천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못
더

많

나아가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규칙에 따라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드레이퍼스는 이러한 주장을 사람들이 새로
운

기술(skill)을

하여

습득

차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점

한다. 우선 어떤 기술을 처음

뒷받침

배우는 초보자들은 맥락독립적인 규칙들을 맥락독립적인 요소들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기술과 관
련된 극히 제한된
13)

,

Dreyfus

Era

.,

H

of the

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에 따라

영역

, . (1986).

Dreyfus S

o

,

C mputer

o

Mind

New Y rk

:

over

Machine

:

, p.19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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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들은 제한된 성과를 보이지만, 대신 이를

초

o

The P wer

of Human Intuition and

Expertise in the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초보자는 점점 상황적 요소들도 고려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황을 조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우던 사람은
결국 전문가가 되어 상황을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대신 직관적으로 전체 상황과 상황적 요소를 인식하게
되며, 또한 그에 따라

관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곧 의식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직

관에 의해

직

곧바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도 때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을 하기
도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정 또한 계산적 문제 해결(calculative

o

o

g)이 아닌, 자신의 직관을

pr blem s lvin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 때 직관이란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들과의 유사성을 바
탕으로 의식적 노력 없이(effortlessly)

게 되는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14) 곧 누군가가 실천적 지식

얻

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맥락독립적인 규칙과 기호들을 이용하였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적 지식을 습
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아닌 직관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한다. 드레이

득

퍼스는 이러한 주장을 여러 경험적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은
적으로 상황 속 요소들, 예를 들어 계기판의 숫자, 신호등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을 의식적으로

맥락독립

규칙에 따라

레이크 및

브

을

고, 기어를 조정할 것이다. 그에 반해

엑셀

밟

분히 오랜

충

사람들은 별다른 의식적 고려 없이 자신의 차를 둘러싼 상황을 직관적으로 의식하고,
해낼 것이다. 이 때 후자의 운전자가 전자의 운전자보다 운전을 더 잘할 것이며,

전 경험을 가진

운

관적으로 운전을

직

자의 운전자에게 직관에

후

의존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규칙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면 오히려 운전 실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드레이퍼스는 사람들이 실천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연이 규칙에 의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곧

외

사람들이 실천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때 일종의 무의식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이러한 주장
에 대해 드레이퍼스는 그러한 규칙이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면 실천적 지식은 적절한 상황에

왜냐

서 적절한 행위를 하는 능력이기에 상황 별로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상황 별로 어떤 요소
가 유관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야하며, 이를 규칙 적용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앞서 상황적 지능의
문제에서 보았듯이

한

무

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5)

퇴

따라서 실천적 지식은 맥락독립적인 규칙 및 기호들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
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실천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무

이러한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실천적 지식은 맥락독립적인 규칙 및 기호들로 환원되지
않기에 인공지능은 이러한 실천적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실천적 지식의 문제를 다음의 두 논제로 정식화하는 것은 자연스
럽다. 이 때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가능한 실천적 지식은 자연스레 맥락독립적 기호와 규칙들로 형식화 가
능하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구현가능하기에, 논의의 대상을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천적
지식으로

한하는 것은

국

당해 보인다.

합

실천적 지식의 문제 1: 구현가능성 논제
인공지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명제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 적절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행위
14)
15)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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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yfus

. (1992), op.

H

.

cit

.28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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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실천적 지식의 문제 2: 구현방법 논제
만약 인공지능이 실천적 지식을 구현한다면,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인공지능은 규칙을 통해 실천
적 지식을 갖는가, 아니면 직관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갖는가? 혹은 다른 요소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갖는
가?

5. 구현가능성 논제에 대한 검토
가 가능하다’는 A가 현실세계에서 접근가능한 가능세계에서 참일 때 참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현실세

‘A

계는 현실세계에서 접근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A가 현실에서 참이라면,

가 가능

A

하다. 곧 현실세계에서 인공지능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구현되었다면 인공지능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은 구현가능하다. 5절에서는 구현가능성 논제에 대한 위와 같은 형식의 논증을 위해 인공지능
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구현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자연어 처리, 그 중에서도 텍스트
이터와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우선 인간의 언어 이해와 관련된 논의들이 마음의 본성

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에서 항상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처
리는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기호와 그에 대한 조작 규
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드레이퍼스의 주장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반례가
될 것이라

각했기 때문이다.

생

5.1. 상황적 지능의 문제: 임베딩
자연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상황적이다.

하면 자연어의 의미는 해당 언어를 사용

왜냐

하는 화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는 일상 언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
에서의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필

에 따라 각 표현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지능이

맥락

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나 같은

단

어이지만

단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의어의 의미를 이해해야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때 동일한 형태의 단어
가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에 해당 단어의 형태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며,

에 따라

맥락

주변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해당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관하고 중요한지를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해야할 것이다. 곧 맥락에 따른 자연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지능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맥락에 따른 자연어의 의미이해가 가능한, 예를 들어 동음이의어의 의미
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존재한다면, 해당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상황적 지능을 구현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임베딩(Embedding)이란 기술은 맥락에 따른 의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

였

며, 곧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상황적 지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 때 임베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텍스트
이터라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기호이기에, 임베딩은 드레이퍼스의 비판에 대한

데

구현가능성 논제에 답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가 된다.

110

적인 반례가 되며,

직접

그렇다면 임베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임베딩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자의 나열인 벡터로 바꾼 결과 혹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16) 이 때 임베딩은 단어 간의 문법

숫

적, 의미적, 주제적, 정서적 유사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결정, 학습된다.17) 임베딩은

데

관련도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어

단

벡터

사인 유사도 등의 기법을 이용해

코

간의

덧셈/뺄셈

등의 연산을 통해

어/문장 간

단

어들 사이의

단

의미적, 문법적 관계를 도출해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임베딩은 다른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자주 사용되며, 이 경우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에 비해 성능과 학습속도가 좋아진다. 이러한 기법을
전이 학습(Transfer
문제들에서

g)이라고 한다.18)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은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learnin

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

좋

임베딩은 크게 TF-IDF 행렬,

어-문맥 행렬 등에 대한 잠재 의미 분석을 활용한 통계 기반 임베딩과

단

신경망을 이용한 신경망 기반 임베딩으로 구분된다. 신경만 기반 임베딩은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
음 단어가 무엇이 될지 예측하거나, 문장 내 일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고 해당 단어가 무엇일지 맞추는 과
정을 통해 단어에 대응하는 벡터값을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어의 문맥들을 학습하게 된다.19) 신경망
기반 임베딩은 다시 Word2Vec,

Gl Ve FastText

o

,

기반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필

등의 단어 기반 분석과 ELMo,

,

BERT GPT

자는 이 중에서도 문장 수준 임베딩 기법들에

을

초점

등의 문장

추고자 한다.

맞

어 수준 임베딩 기법들이 각 벡터가 단어 형태에 의해 구분되는 특정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함축하도록

단

학습한다면, 문장 수준 임베딩 기법들은 각 벡터가 개별 단어가 아닌 단어 시퀀스 전체의 문맥적 의미를
함축하도록 학습하며, 그에 따라 같은 형태의

어더라도 다른

단

어 시퀀스에서 나타날 경우 그 의미를

단

개로 이해할 수 있다.20) 곧 문장 수준 임베딩 기법들을 사용할 경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의미를 맥락

별

그림 1에서

에 따라 구분해낼 수 있으며, 그 사례를 다음의

인할 있다.21) 그렇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확

이러한 문장 수준 임베딩을 구해주는 신경망들은 자연어처리와 관련된 상황적 지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는 위의 사례에 대해 과연 해당 사례가 진정 인공지능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한 사례인지 반문할

혹

수도 있다. 특히 임베딩 모델들이 맥락에 따라 의미 파악에 유관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적절히 판단해 맥락
에 따른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임베딩 모델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상황적 지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데이터를 적절히 전처리하여 상황적 요소를 이미 반영
시킨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학습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은 적절하지
하다.

못

하면 임베딩을 위해 텍스트

왜냐

이터에 이루어지는 전처리는 형태소 분석 및

데

자로의

숫

환

변

(Encoding)이며, 이 두 과정은 모두 명백한 통사적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상황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
기 때문이다.

창

뉘

적으로 문장이 어떤 형태소로 나 는지, 또한 각 형태소가 어떤 숫자로 나타내어지는가는

단

콘

16) 이기 . (2019). 『한국어 임베딩』, 서울: 에이 , p.28
17) Russell, S. J. Norvig, P.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

o , pp.856-857
이기 . (2019). op. cit., p.34
Russell, S. J. Norvig, P. (2020). op. cit.,
이기 . (2019). op. cit., pp.38-39
그 출처: 이기 . (2019). op. cit., p.39

창
창
림

Pears n

18)
19)
20)
21)

;

. 73-875

pp 8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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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A M dern Appr ach

(4th

.),

ed

H

o

b

o

k e n

:

[그림 1. ‘배’의 BERT 임베딩 시각화] 서로 다른 문장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
배 가 의미에 따라 다른
을 가지게 됨을 인할 수 있다,

‘

문맥과

’

벡터값

확

관하며, 그 자체로는 유관함과 중요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곧 위의

무

사례에서 인간에 의한 적절한 전처리가 아닌 임베딩 모델 그 자체가 가지는 상황적 지능이 상황적 요소들
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살펴볼 경우 이는

임베딩 모델들의 기술적 구현을

임베딩 기법들은 트랜스포머 인코더(Transformer

테스

더욱

o

명확해진다.

,

BERT GPT

등의 많은 문장 수준

)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구체적인

Enc der

쳐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층의 트랜스 머 인 를
학 하여 문장 기반의 임베딩을 제공한다. 이 때 각 트랜스 머 인
는 프 어텐션(
o )과
(
o
o )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심은 프 어텐션으로, 이는 현재 인 딩
하는 어에 대 하는
, 현재 어를 인 딩하기 위해 참고할 다른 어에 대 되는 Q
, 집중하고
싶은 어의 만 기기 위한 의 세 가지 행 을 학 시킴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 어텐션
을 통해 각 트랜스 머 인
는 특정 어에 대한 임베딩 을 인 딩할 때 문장 내의 다른 어를 얼마
나, 어떤 방식으로 참고할지를 결정한다.
곧 다른 상황에 해당하는 다른 문장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학습

, 학습 방식, 모델 아키텍

크

포

습

포

FFN Feed F rward Neural Netw rk
단

응

단

값

Key

핵

단

남

Self-attenti n

코

단

렬

코더

셀

셀

코

Value

포

코더

응

uery

습

단

코더

셀

값

코

단

22)23)

방식으로 다른 단어들을 참고하여 특정 단어를 상황에 맞는 임베딩 값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텐션 커니

결국 문장 수준 임베딩 모델들은 이러한 셀프 어
으로 인코딩할 시 문장 내 어떤

메

을 이용해 상황에 따라 특정 단어를 임베딩

즘

어들이 유관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상황적 지능을

값

단

구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른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적 지능을 갖추게 되는 것
이다.
22)

.

,

. (2017),

Ashish V et al

.6003-6006
23) 그 2 출처: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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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g

Advances in Neural Inf rmati n Pr cessin

,

Systems

따라서 임베딩은 인공지능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의 상황적
지능은 구현가능하다.

[그림 2.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시각화]
대한 인코딩시

,

"The"

의 5번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BERT

등의 문장 내 다른

"animal"

커니

메

어를 참고하도록 하는

단

림

텐션

프어

셀

을 시각화한 그 이다.

즘

에

"it“

5.2. 실천적 지식의 문제: 텍스트 분류 모델
텍스트 분류 모델(Text

o

o

)은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이다.

Classificati n M del

이는 자연어에 대한 통사론적, 의미론적 지식을 활용해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들을 적용하여 주어진

눈 다음

텍스트를 문장들로 나누고, 문장들을 다시 단어들로 나

어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미를 추출하

단

는 top-down 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텍스트 속 단어들의 통계적 패턴에 의거해 텍스트를 적절히 분류

잡

(classify)하고자 하는 bottom-up 방식이다. 곧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복 한 문제를 텍스트를

뷰

분류하는 문제로 재구성한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영화 리 가 주어졌을 때 작성자가 각 표현을 정확히

뷰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각 표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모르더라도, 해당 리 가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지,

시 그렇다면

혹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뷰

수 있다면 이는 해당 리 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
에 대해 언어적인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명시적인 이해, 곧 명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텍스
트를 이용해 목적에 맞는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텍스트의 의미를 안다고 보는 것으로, 의미 이해에

념

대한 실천적 지식의 개 에

하는 관점이다.

부합

텍스트 분류 모델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문제 상황에 맞게 텍스트를 적절하게 분류하는
모델로서, 이를 이용해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텍스트 분류 모델이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classify)하도록 학습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곧 모델의 목적
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텍스트와 관련된 적절한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텍스트 분류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에는

113

테고리 분류(

카

z 감정 분

gori e),

cate

석

(sentiment

링(

),

analysis

필터

학습데이터만 존재한다면

감정이 긍정적인지

g), 문서 분류(Document

filterin

테고리에 속하는 스트인지 분류하는 모델, 리뷰 속에
하는 모델, 어떤 일이 스펨인지 아닌지
링하는 모델 등을 얼

스트가 어느

SNS 포

카

포

정적인지를 분석

부

g)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labelin

메

필터

마든지 만들 수 있다. 현재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임베딩 등의 도입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이 매우

펨 링 모델은 95%에 가까 정 성을 보여 다.
률로 정 하게 분류하며, 이 때 해당 모델은 이 일이 스펨

상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딥러닝을 이용한 스

향

팸

%

필터

곧 어떤 이메일이 스 인지 아닌지를 95 의 확

운

확

준

확

24)

메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은 텍스트의 의미를 이용해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곧 이는 인공지능이 실천적 지식을 구현한 사례이다.
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연 해당 사례가 실천적 지식의 문제에
있다. 이 때 앞서

하는 사례인지 반론을 제기할 수

부합

자가 실천적 지식의 문제 중 구현 가능성 논제를 인공지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

명제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 적절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로 정식화하였음을 상기해보자. 이 때 텍스트 분류 모델에서 인공지능이 처한 상황은 주어진 텍스트이며,

뷰 긍정적인 리뷰인지 판

텍스트 분류 모델이 가진 능력, 예를 들어 리 가

팸

하거나 이메일이 스 인지 판단

단

하는 능력은 명제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 듯하다. 예를 들어 인간이 위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팸

이와 관련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이메일이 스 이다와 같은 명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그 의미를 추출해 텍스트 분류 모델이 수행하는

감정 분

,

링, 테고리

석 필터

카

분류 등의 행위는 곧 적절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곧 텍스트 분류 모델은 앞서 정식
화한 실천적 지식의 문제와 정확히 부합한다. 곧 이는 인공지능이 실천적 지식을 구현한 사례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공지능의 실천적 지식은 구현가능하다.

6. 구현방법 논제에 대한 검토
본 절에서는 앞서 4절에서 정식화한 상황적 지능의 문제와 실천적 지식의 문제 중 구현방법 논제에 답
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차원에서의 논의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곧 드레이퍼스의 비판에 대한 철학적 반박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5절에서 제시
한 사례들이 구현가능성 논제가 참임에 대한 경험적 근거였다면, 본 절의 내용은 구현가능성 논제가 어떻
게 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이 때 앞서 제시한 인공지능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

큼

적 지식의 사례 모두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들이었던 만 , 본 절에서는 연결주의에 근거한, 신경망을

찌

이용한 인공지능에 국한하여 어떻게 이들이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 어 하여 드레
이퍼스의 비판이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4)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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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sis Submitted

6.1. 상황적 지능의 문제
상황적 지능의 구현방법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황 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하
는지, 그리고 이 때

규칙적용의

왜

한퇴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해명할

무

요가 있다.

필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입력값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각 레이어 별 가중치(weight)와 바
이어스(bias)에 대한 행렬 연산 및 그 결과에 대한 활성화 함수 계산이다. 이는 곧 입력값을 받아 출력값으
로의

방향 계산을 통해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규칙이다. 이 때 각 레이어의

순

드에서 가중치는

노

드의

노

출력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노드의 입력값들에 곱해지는 값으로, 특정 입력값에 곱해지는 가중치의 값이

클수

록

해당 입력값이 그

해지는 입력값이

곱

더

드에서의 결과값을 계산할 때

노

유관하고,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이 반영되는 것이다. 곧

더 많

가중치가

더 큰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경망 기반의

직

인공지능에서 상황은 입력 받은 데이터에 의해 표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에
서 이러한 입력 데이터, 곧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이 가능적으로 유관하고, 실제로 유관하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지는 신경망 전체의 학습된 가중치에 의해 판단된다. 곧 학습된 가중치 값들은 출력값을 계산하는
규칙의 일부로, 계산 과정에서 상황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판단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은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를 이용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는 드레이퍼스가 제기하는 규칙적용의 무한퇴행을

피해갈 수 있는가? 우

선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메타 규칙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면 가중치는 처음부터 고정된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정한

값

하

왜냐

기값에서 시작해 학습 과정에서

초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데이터 속의 사실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 데이터는 상황을
표상하므로, 가중치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학습데이터가 표상하는 상황에서 가중치를 개선하는 것과 유관
한 중요한 사실들을 파악해서 가중치의 값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치에 대한 메타 규칙이 필요하다.
곧 이러한 메타 규칙은 경사하강법,

전파 알고리즘 등의 학습 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된 가중

역

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용의 퇴행이 우선 한 차례 발생하며, 이때의 메타규칙은 학습 알고리

치

이다.

즘

그렇다면 학습 알고리즘의 적용과 관련된 메타 규칙이 필요한가? 이 또한 그런 듯하다. 학습 알고리즘

률

z 얼마로 할지,

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학습 (learning rate)로 어떤 값을 사용할지, 배치 크기(Batch Si e)를

옵

z

마이저(Optimi

티

)로 어떤 것을 사용할지 등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가 결정되어

er

야하며, 이러한 하이퍼

라미터의 결정은 어떤

파

이터셋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가에 따라

데

라진다.25)

달

따라서 이 경우에도 데이터가 표상하는 상황에서 학습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과 유관
한 중요한 사실들을

하여 하이퍼

파악

라미터를 결정해주는 규칙이

파

요하다. 따라서 학습

필

고리즘의

알

적용을 위해서는 규칙 적용의 퇴행이 한 차례 더 발생하며, 이때의 메타규칙은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규칙
이다.
이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메타 규칙이 필요한가? 이는 그렇지 않다.

하

왜냐

면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규칙들 중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곧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할지는 다른
규칙이 아닌 모델의 성능 극대화라는 목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곧 학습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
25)

이런 하이퍼
g

z

라미터

파

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통 하이퍼

값

o )이라고 한다.

Tunin /Optimi at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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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파

닝(Hyper

튜

Parameter

를 결정하는 규칙은 A일 때 학습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B를 사용하라의 형태일 것이며, 이들

터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게
것이다.

은지는 결국 어떤 규칙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극대화되는지에 의해 결정될

옳

케 하는 학 률과 활성화함수를 선택할 것이다.

적으로 우리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가능

단

습

이 때 “성능을 극대화하라”는 적용 기준은 A이면 B를 하라는 형태의, 인공지능이 특정한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닌, 모든 데이터셋과 모델, 곧 모든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인공지
능이 이러한 성능 극대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그에 맞춰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규칙의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상황과 무관하며, 상황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하는 규칙에 의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지점

멈추며, 곧 규칙 적용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성능은 결 정량화된 수

에서 규칙 적용의

행이

퇴

국

한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

량

로 나타내어지며, 이 정 화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치

서는 규칙이 요구되고, 이러한 규칙 적용을 위해서는 상황별 유관함 중요도를 결정하는 규칙으로의 퇴행
이 필요하기에 여전히 무한퇴행이 발생한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곧 성능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용해 실제
로 하위 규칙의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성능을 계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유관
함과 중요도를 결정하는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면 성능을 계산하는 규칙은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능은 국소적으로는

하

왜냐

손실 함

수에 의해, 전체적으로는 정확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데이터셋의 종류나 모델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력
과 정답의 차이에 의해 계산되며 그 식은 상황과 무관하다. 물론 여전히 성능을 계산하는 규칙 자체는

값

상황과 무관하지만,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값을 각 상황 별로 구하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유관함과 중요도

금언

를 결정해주는 규칙이 필요하다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

하였듯이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

급

되는 값은 출력값과 정답이며, 이는 상황이 정해지면, 곧 데이터셋과 모델이 결정되면 즉각적으로 정해지
는 값으로서, 상황에서 유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별도로
이

뽑아서 계산해야만

들을 구하기 위해 상황별로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해주는

값

어지는 값이 아니다. 따라서

얻

도의 규칙이

별

요하지 않다. 곧 성능

필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용해 실제로 하위 규칙의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상황별 유관함과 중요도를 결정하
는 규칙에 의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규칙 적용의

한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은 신경망 전체의 학습된 가중치를 이용해 상황 별 유관
함과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학습된 가중치는

궁극적으로 성능 극대화라는 목표에 의해 결정되며,

이 목표는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고, 그 자체는 규칙이 아니기에 그 적용을 결정해주는 별도의 규칙
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성능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용해 하위의 규칙들의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 또한
도의 상황 별 유관함과 중요도에 대한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학습된 가중치를 이

별

용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레이퍼스가 주장하는 규칙적용의 무한퇴행이 발생
하지 않는다.

6.2. 실천적 지식의 문제
앞서 4.3절에서

살펴보

듯이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이 실천적 지식을 구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았

다음의 세 가지 논증으로 구성된다. 첫째,

게

크

은 경우 실천적 지식은 맥락독립적인 규칙 및 기호들로 환원될

많

수 있는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둘째, 사람들은 실천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때

116

의식적으로 규칙에 따라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직관을 통해 의식적인 노력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한다. 셋째, 사람들이 실천적 지식에 따라 수행하는 적절한 행위의
또한 규칙에 의해 형식화될 수 없다. 곧 사람들은 일종의

연

외

의식적인 규칙 또한 따르지 않는다.

무

이 때 첫 번째 논증과 세 번째 논증은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의 실천적 지식의 구현방법 논제를 검토함에
있어 고려할

요가 없다. 우선 첫 번째 논증의 경우 앞서 4.3절에서 실천적 지식의 문제를 자신이 처한

필

상황에서 명제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 적절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식

범위를 명제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 실천적 지식으로 한하 기에, 은 경우 실천적 지
식이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주장은 본 논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논증은 구
화하여 논의의

국

였

많

체적으로는 실천적 지식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의 외연을 규칙으로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유관함
과 중요도를 나타내는 규칙들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규칙적용의 무한퇴행이 발생한다는 논증이다. 곧 이
는 어떤 계산체계를 통해 상황적 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이 규칙 적용의 무한퇴행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근
거하는데, 앞서 6.1절에서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에서는 이러한 규칙 적용의 무한퇴행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인 바 있다. 곧 세 번째 논증은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실천적 지식의 구현방법 논제를 검토함에 있어 드레이퍼스의 실천적 지식의 구현불가능
성에 대한 두 번째 논증만을 중요하게 고려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번째 논증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때 그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규칙에 따라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직관(intuition)을 통해 의식적인 노력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한다. 이 때 직관이란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들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의
식적 노력 없이(effortlessly)

게 되는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드레이퍼스의 논증은 우리의

얻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타당하고 건전한 듯하다.
행위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

길을 걷고

하면 우리는 일상생황 중 실천적 지식에 의해 여러

왜냐

의 균형을 맞출 때,

몸

다른 의식적 노력 없이 어떤 행동을 할지

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드레이퍼스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이후에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도
된다. 대표적으로 Daniel

뒷받침

은 문제를
이며

의 유명한 저서 『Thinking,

Kahneman

o

에 따르면 사람들

fast and sl w』

풀기 위해 시스템1과 시스템2라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

26)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

의식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고, 시스템2는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무

에 따르면 사람들이 말하고

Kahneman

각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직관적이고 무의식적

생

인 시스템1에 의해 일어나며,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험적 근
거들을 고려할 때,

자는 드레이퍼스의

필

이 때 드레이퍼스의 바람과는

두

번째 논증을 참으로(곧

전한 것으로)

건

아들이고자 한다.

받

리 그의 두 번째 논증이 참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인공지능의 실천적

달

지식이 구현가능하다는 사실과 양랍가능하다.

하면 드레이퍼스의 두 번째 논증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왜냐

인간의 직관과 유사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직관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가지듯이 인공지능
이 직관과 유사한 그 어떤 것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에서는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가
할을 할 수 있다. 첫째, 학습된 가중치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학습에 의해 형성되며,

역

상하므로, 이는 결국 이전의 경험했던 상황들을 반영한다(특성1). 둘째, 학습이
26)

,

Kahneman

. (2013).

D

g,

Thinkin

o ,

o :

Fast and Sl w New Y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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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rar

이터가 상황을 표

데

끝나고
o

관의

직

Straus and Gir ux

난

이후에 학습된

가중치는

로운

새

레이어에 대한

이터, 곧

데

로운 상황이 입력값으로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값을

새

각적으로 각

즉

방향 계산을 통해 얻어낼 수 있게 해준다(특성2). 곧 학습된 가중치는 인공지능이 이전

순

상황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황에 답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드레이퍼스가 직관을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
들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의식적 노력 없이

게 되는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정의했음을 고려할 때,

얻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의 특성1은 직관의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들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에 부합하며,
특성2는 직관의 “의식적 노력 없이 얻게 되는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에 부합한다. 따라서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은 직관에 상응하는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를 가지므로, 이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구현할 수 있
다.

7.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은 상황적 지능의 문제와 실천적 지
식의 문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상황적 지능의 문제는 다시 인공지능이 각 상황에서 어떤 사실들이 가능적
으로 유관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유관하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의 구현가능성 논제와

만약 인공지능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한다면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상황 별 유관함과 중요도
를 결정하며 이 때 어떻게 규칙적용에 의한

한퇴행이 방지될 수 있는가의 구현방법 논제로 정식화할

무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의 문제 또한 인공지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명제적으로 형식화되지 않는, 적절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구현가능성 논제와 인공지능이 실천
적 지식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어떤 요소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의 구현방
법 논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이어서 자연어처리의 사례를 통해 구현가능성 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에 따라 달라지는 동음이의

맥락

어와 다의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작업은 상황적 지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때 문장 수준 임베딩 기법
들을 이용하면 맥락에 따른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상황적 지
능을 구현할 수 있다. 텍스트 문류 모델은 텍스트를 적절히 분류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감정 분

,

링 등의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실천적 지식의 개념에 정

석 필터

히 부합하는

확

것으로서, 따라서 인공지능은 실천적 지식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통해 구현방법 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신경
망의 학습된 가중치는 입력값에 대해 상황별로 유관한 요소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결정해줄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성능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궁극적으로 의존하므로 규칙적용에 대한

한퇴행이 발생하지

무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를 통해 상황적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는 이전 상황들을 반영하여

로운 상황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인간이 실천적

새

지식을 통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직관의 특성과 부합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신경망의 학습
된 가중치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드레이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을 드레이퍼스의 현상학적
입장과 무관하게, 또한 연결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드레이
퍼스의 인공지능 비판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현상학적 입장과, 비판의 초점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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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전적 계산주의에 기반한 인공지능에 맞춰져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했었다. 이를 현상학적

퇴

입장과 무관하게, 또한 연결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라는 중요한 지능의 특성을 현대의 인공지능과 관련해 철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과정에서
드레이퍼스의 논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쪽모

둘째, 본 연구는 철학과 인공지능 기술 양

를 활용한 일종의 상호보완적인 논증을 시도하였다는

두

허

님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구현방법 논제를 검토하며 제시된 철학적인 구현 가능성이 공 한 것이 아 을

점

구현가능성 논제를 검토하며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최신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보였고, 반대로 단순히 인
공지능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철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였다. 곧 인공지능 및 마음
의 본성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에 어떻게 인공지능의 기술적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함의를 철학적 논증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다 본 연구는 연결주의 및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무엇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기반 인공지
능에 국한하여 어떻게 해당 특성들을 갖출 수 있는지 논의하였지만, 이는 신경망의 노드들 사이의 가중치
를 뉴런들 사이의 연결의 세기로 해석함으로써

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결주의적 관점에서의 어떻게

쉽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인간의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을 과학자들이

널리

아들이는 물리주의에 반하는 현상학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

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 또한 고전적 계산주의가 드레이퍼스의 비판대로 상황적 지능과 실천
적 지식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이 인간 지능의 매우 중요한 특성임을 고려할
때, 이는 고전적 계산주의에 대항해 연결주의를 지지할

은 근거가 된다.

좋

금 제시한 본 연구의 세 번째 의의의 연장선상에서 인간 마음의 본성에 대한 한 가지 제언

마지막으로 방

을 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서 6절에서 구현 방법 논제를 검토하며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
상황적 지능 및 실천적 지식을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때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란 곧 적절한 데이터에 의해 학습되어 적절하게 형성된 가중치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가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에
의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 이러한 통찰을 인간 마음의 본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보자. 곧
만약 우리가 연결주의를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견해로 받아들이고, 상황적 지능과 실천적 지식을 인간이 필
수적으로 갖는 능력이라 받아들일 때, 마음의 인공신경망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
에 의한 학습 또한 인간 마음의 본성을 이루는

수적 요소로

필

아들여야할 것이다. 이 때 인간 마음에

받

대한 적절한 데이터에 의한 학습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를

룰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를

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경험주의적 관점과 쉽게 조화를 이

생후

진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뉴런

보는 것이다. 이는 합리주의적,

연결의

화로 이해하는 것으로, 곧 마음을 일종의

변

o

로

pretrained m del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자연스러 귀결이

주의적 관점과 조화시

생득

라 할 수 있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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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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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Global Distribution Center, Cross-Border E-Commerce,
무역수지, 자유무역지역, 인천공항, 평택·당진항
학 번 : 2016-15666 (양승훈), 2016-15021 (조은기)
글로벌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
CBEC)가 국제 교역의 중요한 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2020년 기준 수입이 수출의 4배에 달하는 등 불균형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GDC)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GDC를 설
립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제도 개
선에 나서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유무역지역 내 GDC를 수출을 위
한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판매 전자상
거래 업체의 여러 유형 중 현지 지사 설립 해외직판형 업체는 GDC를
활용해 해외직접판매에서 발생했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 인천
공항 내 자유무역지역에 GDC를 설립하기 적합한 업체로 선정해 제안
하였다.
둘째, 인천공항 외 기타 자유무역지역에도 GDC 설립이 가능해짐
에 따라 GDC 설립 적합 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하였다. 입주기업유치가
능성, 교통접근성, 배후시장 등의 요건을 설정해 평가한 결과 평택·당
진항이 선정되었다. 특히 평택·당진항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RFS 사업과 연계할 경우 기존 카페리 항로를 활용해 중국이라는 배후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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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이하 CBEC)
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 전자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지역, 국
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한동안 전자상거래 영역은
ICT 기술, 물류, 금융의 복합적 발전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었음에도 국경 내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국제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수
요 다양화, 교통 및 온라인 결제 수단의 발전으로 마침내 전자상거래는
국경 안팎에서도 가능해졌다. CBEC는 단위금액이 작으며 거래 대상 또
한 경박단소(輕薄短小)한 특징을 지니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국제 교역
으로서 최근에는 국제 무역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Wanxin Xue
et al., 2016). 실제 2016년 글로벌 CBEC 규모는 약 9140억 달러에
도달했다 (Ministry of Commerce, 2017).
이와 더불어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의 증가 추세는 코로나바이러
스-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 방지
를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 양식 속에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더 많고 다양한 물건 등을 주문하고 있다 (Bhatti et al., 2020).
이러한 글로벌 CBEC의 발전은 국내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공개한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2008년 1 51,059,045 달러에서 시작해
2019년 2,053,257,302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26.3% 증가해 2,592,734,008 달러에 이
르렀다. 2021년에는 8월까지 조사된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가 2020
년 전체의 86.4% 규모인 2,239,703,796 달러로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전체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CBEC 규모의 성장은 수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자료 2008년과 2020년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 금
액의 평균 93.9%를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의 수출입 통
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 기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금액의 평균 95.1%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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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98.2%로
시작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 금액 대비 수입 금액은 2020년에도 여
전히 84.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수출 진흥 노력에도 불
구하고 실질적 무역수지는 12년간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어 냈다고 보
기 어렵다.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1).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
wCode=CUS00301를 분석함.

이렇듯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보여주는 심각한 불균형은 빠르
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
입 규모의 전체적인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GDC)를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기존 GDC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이후 제3장 인천국제공항 GDC 적합 비즈니스 모델 선정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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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GDC를 활용해 실제 전자상거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직접판매 전자상거래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1
절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을 확인하며, 제2절
‘인천국제공항 GDC 현황’에서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
는 GDC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제3절 ‘자유무
역지역 확장 계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개발’에서는 자유무
역지역의 GDC가 CBEC 수출의 중심지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4절 ‘CBEC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수행 중인 기업들의 다
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제5절에서 인천공항 자유무
역지역에 GDC를 설립 및 운영하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
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GDC 설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인천공항 외 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절에서
는 GDC 적합 자유무역지역의 선정에 있어 고려할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후 제2절에서는 앞서 나온 요인에 따라 평택·당진항을 GDC 설립 적
합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RFS 제도와 연계하여 평택·당진항의 GDC 설립 적합성을 평가
하였다.
제5장은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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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입지경쟁력 결정요
인에 관한 연구
본 절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입지요건에 있어 전반적
인 평가에 대해 다룬 국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박용남 외(2021)는 17개 입지경쟁력 결정요소에 대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물류센터의 입지경쟁력 결정요인 4가지
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4개 요인은 1) 정책 및 행정 지원
여건, 2) GDC 시장여건, 3) GDC 운영여건, 4) GDC 네트워크 여건이
다. 요인1(정책 및 행정 지원 여건)에는 정책지원여건, 사업추진여건이
포함되며 요인2(시장여건)에는 배후시장성장 가능성, 배후시장규모,
배후시장 접근성 등이 포함되었다. 요인3(운영여건)에는 GDC 홍보 및
마케팅, GDC 운영자격 기준완화, 종사자·주택·생활여건을 포함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요인4(네트워크 여건)에는 해상항공복합운송체계 구
축, 해상항공복합운송체계 운영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본 절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룬
국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상훈 외(2020)는 GDC 설치와 유치의 핵심 요인으로 신속한 통
관 및 물류, 빠른 접근성을 위한 지리적 요건, 항공·해상 인프라와의 연
계를 제시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로 중국, 일본 등으로 배송되는 물
품의 경우 거리가 근접하여 항공특송을 고집하기 보다 해상운송을 이용
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항의 물류단지와 항만 배
후단지는 운송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물류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항만 배후단지 또한 GDC 입지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결론에서는 당시 GDC 입지요건이 공항 배후물류단지인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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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국한되어 있어 항만 배후단지 혹은 항만 배후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한상훈 외(2020)는 관세청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
래 수출전용 물류센터의 구축과 기존 “복합물류 보세창고”의 개념을
결합한 특허보세구역 신설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특허보세구역의 하
나인 “전자상거래 전용 보세창고”를 통해 관세법상 물품관리 규정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완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
구자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기존 GDC에 대해 제도가 미비한 등의 한계
를 극복함으로써 국제 물류허브를 국내에 유치하는 동시에 수출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남 외(2021)는 배후시장의 규모 확대와 배후시장으로의 접근
성 강화를 제시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GDC 활성화를 위해 배후국가인
중국 및 일본으로 배후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또한
이 두 국가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중국, 한국↔일본, 중국
↔일본의 분절된 흐름이 아닌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중
국↔한국↔일본)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화물차량을 카
페리에 탑재해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보이지 않는 다리’로
연결하는 RFS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RFS
제도를 활용하면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의 GDC가 중국차량과 일본차량
을 통해 각 국가의 환적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박용남 외(2021)는 해상·항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성을 언
급한다. 항만과 공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GDC 네트워크가 GDC 경
쟁력 평가에 있어 결정적이며 G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GDC가
항공운송, 해상운송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를 위해 당시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보세구역까지 100km 내로 제한되
어 있는 RFS제도의 운행 허용 구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3 절 관세청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수출 활성
화 방안
본 절에서는 제2절 연구 이후 발표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물류센
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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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확인한다.
관세청 (2020)은 그동안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의 국내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셀러를 유치하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한국이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됨과 동시에 GDC
입점 해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 또한 가능하게 된
다.
또한 이와 동시에 관세청 (2020)은 GDC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함께 공개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4가지로 1) 국산물품
반입의 허용, 2) GDC 운영 자격요건의 완화, 3) GDC의 지역조건 완화,
4) GDC와 관련된 통관·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우선 관세청의 첫 번째 방안인 국산물품의 GDC 반입 허용은 해외
물품의 반입만 허용되어 중계무역 형태로만 운영되었던 기존 GDC 운
영과 달리 국내 생산물품이 GDC로 반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GDC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방안인 GDC 운영자격요건의 완화는 화물관리능력이 공인
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만 제한되었던 GDC 사업이 화물
관리능력이 입증된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로 자격조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신규 기업 및 중소 물류기업의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방안인 GDC 지역조건 완화는 기존 공항만 소재 자유무역
지역에서만 허용되었던 GDC 운영을 종합보세구역에서도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공항만 배후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지역
에서 GDC를 운영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류가 집적될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 방안인 GDC 관련 통관·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은 동일법인
GDC간 이동의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외에도 관세청은 미판매 재고물품에 대한 반송 및
해외 배송물품 재반입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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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천국제공항 GDC 적합 비즈니스 모델
선정

제 1 절 인천국제공항의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본 절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수
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은 경박단소하고 시간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희 외, 2020). 한
국무역통계진흥원이 공개한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평균 96.1% (금액 기준)가 인
천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무역통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1).
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
wCode=CUS00301를 분석함.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 중 금액/중량 기준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종과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화종 등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전자상거래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화종을 파악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을 분석한 박순종(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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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축산가공품, 의류, 화장품, 기호식품 등은 금액과 중량 기
준 모두에서 품목 비중이 높은 주요 화물이다. 특히, 금액/중량의 품목
비중뿐 아니라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축산가공품과 아직 금액/중량의
품목 비중은 낮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 잠재가능성이 있는 농약및의
약품을 주요 화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축산가공
품, 농산가공품, 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화물의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온도민감성 화물의 처리와 보관을 위한 전용시설 및 장비 등 관련 인프
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은 엄격한 운영 관리 기준의 수립과 온도관리 시스템 정
비 등을 통해 의약품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 CJ대한통운 측의 발표와도 부합한다 (CJ대한통운, 2021). 특히
CJ대한통운은 건강보조식품, 생활건강 제품 유통업체로 유명한 글로벌
해외 직구 사이트 아이허브(iHerb)의 GDC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수출
비중과 성장세를 차지하는 의약품 품목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
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한구, 2020).
요컨대 인천국제공항은 축산가공품, 농산가공품, 의약품 등의 주요
품목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중심지이며,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GDC에 입주한 기업들을 기축으로
CBEC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인천국제공항 GDC 현황
본 절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GDC의 개념과 인천국제공항 GDC
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을 반입 후 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 및
재포장하여 해외의 개인주문에 맞게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이
다. 특히 전 세계 CBEC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아시아와, 아시아 전
체 시장의 80%를 담당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은 그 중심지역으로 각
광받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홍콩, 한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등을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물류 거점 및 물류 파트너를 모색
하기에 최적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박용남, 2021 ; 정한구, 2020 ;
한상훈&김태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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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을 위한 첫
단추로 인천공항, 우정사업본부 및 국내 물류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전
자상거래 업체들의 GDC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J대한통운이 세계 최대 건강보조제품 및 생활
용품 업체인 미국 아이허브의 GDC를 유치 및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물류기업의 2020년 GDC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 표와 같다.
GDC 사업

국내물류

해외 협력

모델 분류

기업

업체

세부 내용
■ 인천공항 FTZ에 2만9000m2 규모

CJ대한통

미국 아이

운

허브

■ 미국 – 한국 GDC – 중국/한국/일본/동
남아시장 배송 및 공급체계 구축
■ 5년 계약, 5년 연장에 따른 지속 사업
이 가능
■ 인천공항 FTZ에 2,500평 규모

유형 1

■ 중국 알리바바, 윈다 배송물량 유치

(아시아 지

롯데글로

중국 알리

■ 미국/일본 – 한국 GDC – 중국의 배송

역 물류파트

벌로지스

바바, 윈다

체계 구축

너)

■ 항공 및 해상 특송을 활용한 생활소비
재 반입 및 중국으로 배송
■ 인천항 FTZ에 5,000평 규모
한진㈜

중국 성원
그룹

■ 해상 카페리를 활용한 근거리 배송 (해
상우편)
■ 프랑스 – 한진 GDC – 중국(위해항)의
배송체계 구축
■ 인천공항 FTZ에 1,000평 규모

유형 2
(물류 보관
·배송 위
탁)

■ 중국 알리바바의 對미국 배송 물량 유
에어시티
&
코아물류

중국 알리
바바

치
■ 중국 – 한국 – 미국으로 이어지는 배송
체계 구축
■ 국제 배송비가 가장 저렴한 K-Packet
상품 (국제우편) 이용

자료: 정한구. (2020).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의 유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6(1), 383-400.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GDC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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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품 수출의 증대보다 주로 국외 물품의 반입 및 재수출을 위해 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절 자유무역지역 확장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 물류
단지 개발
본 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개념과 최근 발표된 자유무역지역 확
장 계획 및 이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이란 무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관세 유보, 임대료 감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
유로운 제조 및 물류업과 국제 무역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산업통상자
원부(2020)는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러한 자유무역지역을 2030년까지 400만평 늘린다는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
은 입주율이 90% 이상으로 높아 신규 투자 기업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실행계획이 실현될 경우 부지가 확보되어 활
발한 유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순 부지 확
장 이외에도, 지역별 핵심 주력산업을 아래 표와 같이 선정했으며 업종
분석을 통해 미래 자유무역지역 주요 유치 업종을 발굴해 기업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FTZ
군산
김제

핵심 주력산업

미래 FTZ 주요 유치 업종

(선정)

(현 FTZ 주요 업종 + 핵심 주력산업)

전기차산업 (전기

의료용 조제,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차부품소재)

+ 전기차산업(전기차부품소재)

미래수송기계, 첨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기

단융복합소재

계 +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해
산단형

대불

상풍력), 첨단운송

선박, 자동차(+튜닝), 금속, 수산가공 +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항공·드론

기기(항공·드론)
동해
마산

세라믹복합소재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
공, 웰니스식품 + 세라믹복합신소재

지능형기계(제조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ICT)

+ 지능형기계(제조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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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율촌
부산항
광양항
항만형

평택
당진항
포항항
인천항

공항형

인천공
항

친환경자동차부

자동차, 산업용로봇 + 친환경자동차부

품, 친환경에너지

품, 친환경에너지

신소재(2차전지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

부품)

강, 의료기기 + 신소재(2차전지 부품)

지능형기계(스마
트선박)

물류, 항만 +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에너지신산업

철강, 석유화학 + 에너지신산업

자동차 PDI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 자동차 PDI

철강산업

물류, 컨테이너 + 철강산업

전자상거래, 첨단
복합항공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 전자상
거래, 첨단복합항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위 표의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핵심 선정 주력산업(전자상거래, 첨
단복합항공)과 주요 유치 업종(전자상거래, 의약 및 화학제품 등)은 주
목할 만하다.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핵심 주력산업과 유치업종으로 전
자상거래가 지정된 것은, 앞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CBEC가 인천국제공
항의 항공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전자상거
래 화종 분석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유치 업종
또한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GDC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모델과 부합하는 물류업과 전자상거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공사(2021)에 따르면 자유
무역지역 혁신계획에 발맞추어 물류단지를 확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자
유무역지역의 공항물류단지는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1단
계와 2단계의 임대현황은 입주율이 각각 99%, 94%로 높아 신규 기업
의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계획에 맞춰 3단계 물류단지의 추가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단
지에는 물류센터를 포함하여 GDC의 추가 설치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운
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기
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할 목적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 입주 제한업종인 농림축산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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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가공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추가 확보될
부지에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듯 자유무역지역 혁신 계획을 시작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의 완화
추진 및 인천공항의 3단계 물류단지 개발 계획은 향후 인천공항이 전자
상거래의 수출 허브로서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
이다.
관세청(2020)이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수출 활성화
방안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준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에만 설치 가능했던 GDC가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운영 가
능해짐에 따라 기타 자유무역지역에서 GDC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입주기업이 GDC를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로서
활용하고, 판매예정물품을 지정장치장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보관, 분
류, 재포장, 해외배송 등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이다. 즉,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물품의 반입 후 반
출 전 가공을 통한 수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많은 전자상거
래 화물을 유치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기업의 수출 전초기
지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제 4 절 CBEC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본 절에서는 제 3절에 이어 GDC를 설립 및 운영할 유인이 있는 기
업을 새로이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해외직접판매 비즈니스 모
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CBEC 수출입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5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해당 규모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활성
화,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
루어진 해외거주자의 국내 물품 주문에 대해 글로벌 지역으로 배송을
수행하는 ‘해외직접판매’가 직구(직접구매) 편의성 증대, 플랫폼 업
체의 다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배송 대행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가격
의 저렴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이 해외 판매 사이트
혹은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구매하는 직구의 반대 개념으로 ‘역직
구’로도 불린다. 이러한 역직구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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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임규건&홍승초(2017)는 기존 해외직접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운
영형태 관점에서 크게 독립상점형, 오픈마켓형, 해외직판형, 구매대행
형, 배송대행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특징과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유형

특징

독립

독립적

상점

패키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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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운영
구매대
행 업체

형

사용

배송

배송대

대행

행 업체

형

사용

비용 절감

샵

지에 설

대행

강점

글로벌

해외 현

구매

회사 측면

신뢰 및 고
객 확보 용
이

buydo
k
dahadr

고객 측면

약점

강점

높은 비용

높은 신뢰

브랜드 확
립에 한계

비용 및 관
리

다양한 상
품 비교 가
능
높은 신뢰,
간단한 결
제

약점
비교 구매
제한적
책임 소재
불명확

한정적인
상품군

경쟁자 진
틈새시장

입 장벽 낮

개인화 가

공략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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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높은 비용

용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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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규건, 홍승초 (2017), 해외 역직구 비즈니스 모델 유형분류 및 분석,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4(1), 93-110. 를 참고하
여 재구성함.

제 5 절 GDC 운영 적합 비즈니스 모델 선정
본 절에서는 향후 확장될 자유무역지역에 GDC 설립 및 운영의 주
체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제4절에서 살펴보았던 해외직접판매 비
즈니스 모델 중 현지 지사 설립 해외직판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유리한 이유와 인천국제공
항 자유무역지역에 GDC를 설립할 경우의 이점을 살펴본다.
임규건&홍승초(2017)은 해외직판형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상세

136

히 구분하였는데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해외
서버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CJ오쇼핑의 동방CJ온라
인몰이 대표적이며 이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을 확보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비교
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카페24’와 같은 대행사를 통해 해외
직판업에 진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규모와 해외 현지
적응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방식이 외국비용(foreign
cost),

화물의

유통(channel),

그리고

고객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위험 관리(durability against risk) 모두에서 비교우위
를 지닌다.
또한 해외직판형 비즈니스모델은 현재 역직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결제와 현지 고객 상담 및 관리 측면에서 기타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 대처가 비교적 용이하다. 특히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해외직판형
업체일 경우 현지의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현지의 소
비자에게 보다 높은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판매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
또한, 해당국의 결제 체제를 이용함으로써 해외결제서비스의 높은 수수
료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성장가능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판형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업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을 지닌다. 첫째, 현지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현지 지
사 같은 경우 본국의 물류 관리·운영에 종속된다. 본사 관여도 및 의존
도가 높기에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고, 배송 측면에서 기타
현지 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다. 둘째, 본국에서 R&D를 통
해 개발한 제품을 유통·마케팅 등의 판촉행위를 통해 판매하는 현지
법인은 현지의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해외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본국과 독립된 패키징 및 마케팅 과정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판매관리비
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사
와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을
제외한 기타 해외직판형 업체는 고객 반품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
체 물류창고가 없을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내 추가 확보될 자유무역지역(3단계)에 GDC
를 설립하고, 해외직판형 업체가 운영하는 방안은 위의 문제점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CBEC 수출의 경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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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거쳐 항공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
지역에 해외직판업체의 GDC가 운영될 경우 기존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화물 배송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인천공항 내 GDC가 본
사 및 해외 지사 간의 중간 물류 접점지로 활용되면서, 현지에서 수출
품목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GDC를 통해 신속성을 기하여 직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양한 해외 지사 법인을 두는 본사
같은 경우 판매의 적절한 시점에 각 현지마다 다른 판매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패키징까지 달리하여 수출해야 한다. 만약 본사의 자본력
이 부족하여 각 현지마다 물류센터를 설립할 여력이 없을 경우, 본국의
물류센터에서 각 현지에서 판매될 품목의 수요량을 예측하여 독립적인
판매 운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
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본사 물류센터의 복잡해진 판매 관리에
따라 소요될 시간과 비용에 의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R&D 집중도
가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CBEC 규모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대응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각 현지에서 수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천
공항에 설치된 GDC를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패키징·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수주량과 발송량 간의 적절한 균형을 빠른 시간 내에 맞
출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반품이 발생할 경우 수출된 물
품을 재수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GDC의 본래 역할에 따라 수입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재반입된 제품은 GDC 내
에 입고되며, 하자가 있을 경우 내장된 자체 물류 관리 시스템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져 재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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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GDC 설립 적합 자유무역지역 선정
제 1 절 GDC 설립 지역 선정 요인 설정
본 절에서는 GDC 설립 적합 자유무역지역의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유치하여 GDC를 설립함으로
써 수출을 활성화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인천공항 외 지역에 GDC가 설립된 경우가 없
고, 기존의 연구 또한 인천공항이나 그 배후항만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입지 요건을 분석하거나 정책의 한계 지적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와 다르게,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자유무역지
역의 입지 요인을 참고하되, 해당 요인에 따라 인천공항 외의 어떤 자유
무역지역에 GDC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인천항을 중심으로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에서 사용된 요인은 임대료, 매매가, 고객 접근성, 교통 연계성, 인력 수
급 용이성, 향후 발전성 그리고 에너지 경제성 요인이 있었다 (Ahn et
al., 2020). 또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
에서는 해당 요인 외에 입주기업유치가능성(Possibility to attract
tenant companies)과 단지확장가능성(Complex expandability)을 추
가로 선정하였고, 가중치 순위를 분석하여 입주기업유치가능성, 단지규
모, 임대료 수준,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차례대로 높은 중요도를 지닌다
는 것을 밝혀냈다 (김병화 외4, 2021).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자유무역지역 내 GDC를 설립하는 데 있어 입주기업유치가능성
과 교통접근성 요인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배
후시장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인천공항 외 자유무역지역 12개 중 평
택·당진항을 GDC 설립 적합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Sort by rank

Precedent
Research

Weight
Value

Rank

C1

Complex size

0.135

2

C2

Complex expandability

0.110

7

C3

Rent level

0.134

3

C4

Growth potential

0.1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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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Elements

C5

Ease of supply
manpower

C6
C7

and

demand

of

0.009

8

Ripple effect from development

0.127

5

Traffic accessibility

0.131

4

C8

Possibility to attract tenant companies

0.143

1

C9

Based market scale

Added element

자료: 김병화, 박성훈, 김현진, 여기태. (2021). CFPR 방법을 활용한 인천항 자유무역
지역 최적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167-176.를 참고하
여 재구성함.

제 2 절 평택·당진항 GDC 설립 적합성 평가
본 절에서는 평택·당진항을 GDC 설립 적합 지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 설정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평택·당진항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 평택·당진항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해양수산부 평
택지방해양수산청(2021)에 의하면, 평택·당진항은 동북아 물류의 중
심항만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
심에 위치하여 세계물류 및 국제종합무역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수도권 및 중부권의 물류 거
점으로서, 한국 경제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천안, 충주, 청주, 대전 등 대도시가 반경 8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 외에도, 서해안, 경부, 동서 고속도로, 국도 6
개 노선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산업 및 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 및 중부
권으로의 내륙운송에 있어 독보적인 교통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입주기업유치가능성이 기타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우수하
다. 경기평택항만공사(2021)에 의하면, 평택·당진항은 전국 주요 항
만의 물동량은 2019년 기준 72.5만 TEU로 부산항 2199.2만 TEU,
인천항 309.2만 TEU, 광양항 237.8만 TEU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
도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9년 5월 평탁항에도 전자상거
래 특송장이 설치되어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대중국 해외 직구 활성화 경향성과 맞물려 해상운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동량은 다른 항만에 비해 적지만, 수
출 대비 수입 금액의 비중을 보았을 때 평택항은 인천항 0.96,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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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에 비해 0.53으로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응래, 2020).
이러한 이유로 평택·당진항은 물류 클러스터의 입지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포승·석문·고대·부곡 등 국가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GDC가 설립된다면 운영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물동량이
2019년 기준 152.3만대로 전국 1위를 기록해 유관산업의 유치 가능성
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평택시는 자동차 복합단지의 본격적
인 추진을 위해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
모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평택시청, 2021). 마찬가지로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뛰어난 교통 접근성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다수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체를 유치할 가
능성 또한 농후하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순위

전체(천톤)

112,948

112,491

115,147

113,201

106,845

전국 5위

컨테이너
(천TEU)

623

643

690

725

792

전국 4위

자동차
(천대)

1,337

1,287

1,440

1,523

1,260

전국 1위

여객수
(천명)

435

482

452

624

40

전국 3위

자료: 평택항 물동량 현황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
http://www.gppc.or.kr/gppc/content/info.do?type=info&dataId=10306.를 참
고함.

세 번째로, 배후시장과의 연계성이 긴밀하다는 점이 있다. 한국무
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 중 국가별 전자상거래 항공화물 수출 네트워
크 분석 결과, 2020년 금액 기준 미국(17.3%), 중국(31.8%), 일본
(32.5%) 등 순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가 크다
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증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발달에 따른 역직구 활성화 등의 요인
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CBEC 수출 경제는
대중국의존도가 현저히 높으며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eMarketer(2020)에 따르면 2020년 전자상거
래 시장규모는 중국이 2,296억불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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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위상을 차지하며 2021년 예상 성장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Top 10 Countries, Ranked by Retail Ecommerce Sales, 2020 & 2021
[eMarketer]. (2020).
https://www.emarketer.com/chart/242909/top-10-countries-ranked-byretail-ecommerce-sales-2020-2021-billions-change. 를 재구성함.

상기 이유로 중국과 인접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GDC를 설립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과 같은 경우 중국 산둥성의
항만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양국
간 CBEC 활성화에 따라 수출 증대에 있어 평택·당진항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1년 2분기 평택항의 국가별 총
화물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의 처리 물동량은 호주에 이어 2
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 따라
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배후시장과의 연계에 있어 평택·
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위상은 매우 높으며,수출을 희망하는 다수의 산
업체에 의해 GDC가 운영되면서 무역수지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

142

자료: 평택항 통계 2분기 자료(2021년)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
http://www.gppc.or.kr/gppc/mbersrvcMainview01.do를 분석함.

제 3 절 한·중 RFS 시범사업 연계
박용남&김효진 (2021)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CBEC 시장 규
모는 8.8조 위안으로 매년 20% 이상 급증하며 매일 수십만 건의 전자
상거래 물동량이 미주로 발송되지만, 항공기 스페이스 부족 등의 이유
로 인근 국가를 통한 해상·항공복합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2021년 6월 중국의 미주행
전자상거래 물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RFS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 중국의 교통운수부와 양해각서(안) 협의를 검토하며 추진하고 있
는 상황이다.
RFS(Road Feeder Service) 제도는 주변 국가와 연결되는 카페
리에 화물차량을 탑재한 채 국가로 운송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 내
항만으로 반입되는 넘쳐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인천공항에
서 환적하여 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배후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공항 ↔ 인천항 ↔ 중국위해항 ↔ 중국 위해
공항 구간에 대해 한·중간 RFS 시범사업을 계획하였다 (박용남&김웅
이, 2021). 해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면 화물차량 그 자체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반입된 화물차량을 항만보세구역에서 곧바로 공항 보세구역
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RFS 시범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에 RFS 화물을 처
리하기 위한 거점 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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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은 한·중간 전자상거래 물류 유통 체계를 통합
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물류센터가 설립된다면 배후시
장의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물류 관리 효율성 또한 증대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물류센터의 역할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될 GDC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GDC의 설립 제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외의 종합보세구역에
서도 GDC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RFS 시범사업이 정
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물류센터 역할을 GDC가 충분히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통접근성, 입주기업
유치가능성, 배후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은 평택·당진항의 자유무역지
역 내에 GDC가 설립된다면 넘쳐나는 중국 화물 물동량을 인천항과 분
담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 평택·당진항과 인접해
있는 중국 산둥성만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한국의 2.3배인
11조 892억 원에 달하기에 (박용남·김효진, 2021), 평택·당진항에
설립될 GDC는 RFS사업과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평택항의 국제항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산둥성의 5
개 항만과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개의 항만
중 산둥성의 위해항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조응래, 2020),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의 자유무역지역이 RFS 시범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관
리의 특례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RFS 사업은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
보세구역까지 1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취급 화물은 모두 인천공
항 환적화물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
지만 (박용남&김웅이, 2021), 평택·당진항과 인천공항 사이의 거리
는 100km 미만으로 제도적 보완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종합하자면, 평택·당진항이 RFS사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해당 자
유무역지역 내에 설립될 GDC가 한·중간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물류센
터로서 운영된다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무역수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로

선명(선사)

총톤수

수송능

운항횟

건조일

항로개

(GT)

력

수

(국적)

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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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평택~산
둥성 영성
항
(396km)

1500

오리엔탈펄8
(영성대룡해운

24,748

(주))

명
화물:

주 3회

2016.12

2001.1

(파나마)

0

1995.08

2007.1

(한국)

1

2017.09

2009.0

(파나마)

6

2007.09

2011.0

(파나마)

2

214T
EU

평택~강
소성 연운
항
(733km)

여객:
ZIYULAN
(연운항훼리

392명
16,071

(주))

화물:

주 2회

293T
EU

평택~산

New Grand

둥성 위해

Peace

항

(평택교동훼리

(440km)

(주))

평택~산

RIZHAO

둥성 일조

ORIENT

항

(일조국제훼리

(713km)

(주))

평택~산

Ocean Blue

둥성 연태

Whale

항

(연태훼리

(505km)

(주))

여객:
880명
33,165

화물:

주 3회

316T
EU
여객:
420명
25,318

화물:

주 3회

360T
EU
여객:
810명
19,480

화물:

2015.12
주 3회

462T

(라이베리
아)

EU

자료: 평택항 카페리 항로 현황 [경기평택항만공사]. (2019).
http://www.gppc.or.kr/gppc/mbersrvcMainview01.do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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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요약
주요 소비층이 된 디지털 네이티브, , 수요의 다양화, 교통 및 온라
인 결제 수단 발전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 CBEC)는 이제 국제 교역의 중요한 축이 되
었다. 특히 대전환 속에서 전자상거래를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킨 코로
나19로 인해 CBEC 또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Bhatti et al.,
2020).
CBEC 발전에 따라 국내 수출입에서도 CBEC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특징은 경박단소하며 시간민
감한 특성으로 인해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운송이 주가 된다는 점, 금액
기준 수출에 비해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이상희 외,
2020). 실제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1)이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
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금액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평균
96.1%가 인천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자상거
래 수입 (84.2%)은 수출(15.8%)에 비해 4배 이상 크다.
이러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특징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의미한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입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출입 불균형
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이러한 수출 증대에 있어 인천공항
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글로벌 전자상거
래 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GDC)를 통해 국내 전자상
거래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을 활
용하되 인천국제공항 외 지역의 GDC 추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추가적
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GDC 현
황을 살펴보았다. 인천국제공항의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통해 금액, 중량 기준 모두 축산가공품, 의류, 화장품, 기호식품
등이 수출 주요 품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중과 성장률 모두 높은 축
산가공품이나 성장률이 높은 농약및의약품이 잠재가능성이 큰 품목으
로 확인되었다 (박순종, 2020).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해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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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서비스에 결정적인 GDC는 아시아 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함께 홍
콩,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
항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주)한진 등 국내 물류기업 등이
선도적으로 나서 미국 아이허브,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GDC를 유치 및 운영 (혹은 운영 준비) 중에 있다 (정한구,
2020). 이와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GDC 운영 현황은 글로벌 물류 허브
로서 인천의 입지를 제고시켜 주지만 국외 물품의 반입 및 재수출만으
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자유무역지역 확장 계획, 인천공항 물류단지
개발 계획, 관세청 GDC 활성화 방안 등은 GDC가 앞으로 전자상거래
및 다양한 기업의 수출 기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는 인천공항의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핵심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제3단계 물류
단지를 확장 건설 및 GDC를 추가 설립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
다. 또한, 관세청(2020)은 GDC의 국내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GDC가
실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DC는 자유무
역지역 등에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수출전용 물류센터로 활용될 수 있
게 되었다.
해외에서 주문한 국내 물품을 해외 배송하는 해외직접판매 (역직
구)는 이커머스 플랫폼 활성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해외직접판매는 독립상점형, 오픈마켓형, 해외직판형, 구매대행형,
배송대행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임규건&홍승초, 2017). 해외직판형 비즈니스 모델은 현
지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와 해외 서버만을 이용하는 형태로 나뉘는데,
이 중 현지 적응 비용, 화물 유통, 고객 만족도 관리, 위험 관리, 결제 용
이성 등에서 우위를 가지는 현지 법인 해외직판형 비즈니스 모델이
GDC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현지
의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해외결제서비스의 높은 결제 수
수료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직판형 업체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이는 인천공항 자
유무역지역에 GDC를 설립할 경우 해소될 수 있다. 첫째, 현지 자체 물
류센터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 본국의 물류 흐름에 종속되어 배송
경쟁력이 낮다. 이는 해외직판업체의 GDC가 인천공항 내에서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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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항공운송을 통해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화물 배송의 신속성 및 유
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본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
고자 하는 현지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 및 소비자 성향에 따라
독립된 패키징이 필요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공
항의 GDC를 활용하면 각 현지에서 수출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신속하
게 맞춤 패키징·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실시간에 가깝게 수주량
과 발송량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판형 업체는 자체
물류창고가 없을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고객 반품 처리 문제에 대처
할 수 없다. 반품에 의한 재수입이 발생하여도 인천공항 내 GDC에 입
고될 경우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수 등의 작업을 통해 재수출할
수 있다.
인천공항 내 GDC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증대 이외에도,

산업

통상자원부(2020) 및 관세청(2020)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천
공항 외 자유무역지역에도 GDC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GDC 설립이 적합한 자유무역지역을 선정 및 제시하고자 하
였다.
우선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입지 선정 등
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GDC 적합 자유무역지역의 선정에 대해
입주기업유치가능성, 교통접근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배
후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 요인으로 설정하였다(Ahn et al., 2020 ; 김
병화 외4, 2021). 이를 통해 선정된 평택·당진항에 대한 설정 요인별
평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통접근성에 대해 평택·당진항은 국
외로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중심에 위치해있고 국내로는 수도권
및 중부권의 물류 거점으로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대도시가 반경
80km 내에 있다. 또한 서해안, 경부 고속도로 외 여러 국도 노선의 요
충지에 위치해 있어 내륙운송에도 유리하다. 둘째, 입주기업유치가능성
에 있어 평택·당진항은 전국 주요 항만 물동량 기준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위상이 높으며, 2019년 전자상거래 특송장이 설치돼 신속한 통
관이 가능해졌다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 이에 따라 인접한 포승,
석문, 고대, 부곡 등 국가산업단지 및 충남테크노파크의 관련 고부가 가
치 산업체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배후시장의 연계에 있어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
중국은 한류 열풍에 따라 국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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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위를 차지한 거대한 배후시장이라는 점
에서 평택·당진항은 GDC 설립 지역으로 적합하다(eMarketer,
2020).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RFS를 통해 평택·당진항의 GDC 설립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주변 국가와 연결되는 카페리에 화물차량을 찹재
한 채 운송하는 RFS 방식은 화물차량 그 자체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반
입된 화물차량을 항만보세구역에서 곧바로 공항 보세구역까지 운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
는 RFS 화물 거점 물류센터가 필요하다 (박용남&김웅이,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미 산동성 5개 항만과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과 100k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평택·당진항은
기존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RFS 운송
가능 거리로부터 자유롭기에, 제도의 보완 없이도 GDC 설립을 신속히
추진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최근 CBEC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이 최근 이루
어진 정책적 보완과 합치하는 등 시의적절하여 실제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매출 증대를 필요로 하는 기
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국가적 이득과 개별 기
업의 이득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
은 제도적 개선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방안이 아니며 실제 기
업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즉 기업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GDC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인 등이 병행되어
야 한다. 둘째, 기업 주체의 선택을 필요로 함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입 시
장, GDC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정책 등 외부적 요인만 고려하였다. 실
제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투자액, 예상 수익 및 비용 등 내부
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익비용 분
기점에 대한 면밀한 사업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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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택·당진항 적합성 평가에 활용된 RFS 사업의 경우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한 검토 단계에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RFS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
되고, 해당 시범사업을 수출입 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참여유인을 증진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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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적 리더’ : 동아시아의 발전적
지역경제질서와 협력을 위한 리더의 역할

원 효 정 (2019-19456)
<목 차>
1.서론
2. 불완전 주권이론과 ‘동아시아적 리더’
2.1 불완전 주권이론
2.2 왜 동아시아 지역협력인가?
2.3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화
3. 동아시아적 리더의 대내외적 동기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3.1 일본과 동아시아 발전국가
3.2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4. 동아시아적 리더의 향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
4.1 한국
4.2 아세안
4.3 제 3의 가능성
5. 결론

1. 서론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쉽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과거 동아시아는 단순한 지역
적 개념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 중국 대륙, 일본 열도를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했
다. 근대 이전까지 중화질서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진 동아시아는 크고 작은 분쟁을 겪으면서도 지
역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동아시아
는 단순히 정의내리기 어려운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인 지정학적 개념이 가미됨은 물
론, 21세기 새롭게 등장한 지경학과 지정학이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의 실질적 무대가
된 것이 바로 동아시아다. 더불어 과거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던 국제정치의 지형이 동아시아로 옮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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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 안
에서 동아시아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영역이기도 하다. 이전부터 동아시아
각 국은 국제정치의 거시적 구조에서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보여 왔다. 영미식 근대화 이론, 남미의
종속 이론을 벗어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은 발전이론과 정치경제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론적 전환
을 이루어냈다. 이는 획일화된 이론적 처방보다 각 국가 사정에 맞는 실질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
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기존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경
제학적 독특성과 더불어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제각기
서로 다른 요인으로 이른바 ‘불완전 주권’ 상태에 있다. 역내 국가의 불안전 주권 상태는 결국 지역 내
에서의 리더 역할을 차지하여 국내외적인 이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는 유럽과 같
은 타 지역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듯 경제학과 정치학이 상호작용하는 동아시아는 비
로소 정치경제학을 통해 분석할 때 온전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동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하다. 91년 냉전 종식 이후 단극 체제의 패권
국이 된 미국은 2008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그 힘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다. 미국 패권의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 단일 패권 체제에 들어서면서 영구
적인 세계 평화를 예언했던 학자들을 비웃듯, 미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국이라는 변수가 세계 패권
국을 노리는 도전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발판으로 하여 놀라운 속
도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은 미국이 패권의 힘을 상실해감에 따라 그 지위를 획득하고자 이른바 ‘중국
질서’를 세계에 전파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충돌은 주변국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가 그러한 패권 경쟁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6년 사드 배치, 2018년 미중 무역 경쟁이 대표적 예시다. 더욱
이 미중 패권 경쟁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질서의 형성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TPP와 RCEP으로 대표
되는 동아시아 국제경제체제 형성 시도는 미중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
부는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질서를 형성하여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새롭게 구
축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방기하고 TPP 탈퇴 등 역외 국가에 대한 개입
을 철회하는 사이, 중국은 새롭게 RCEP이라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무역질서 형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CPTPP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이 2020년 RCEP이 체결되면서 중국은 동아시
아 정치경제질서의 리더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고, 이제 CPTPP에의 참가의사까지 밝히면서 그 의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미중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
요 국가는 미중 패권경쟁에 연루되지 않으면서도 지역 차원의 이익을 도모할 지역주의를 모색하기 시작
했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 하에 놓여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경제의존 구조는 동아
시아 각 국으로 하여금 패권경쟁에서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
들었다. 이에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나날이 증대
하는 역내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안보 차원의 실질적 제도화를 추구하는 각 국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와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물이 경제협력의 확대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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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경제협력이 정치 및 안보협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로 불리는 동아시
아의 현 상황은 향후 국제정치구조의 변동에서 각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 속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유의미해 보인다.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질서는 그 형성부터 영미 등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
는 특성을 보였으며, ‘지역적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동아시아
의 정치경제질서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에만 주목할 뿐,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리더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은 다소 적었다. 단순히 지역패권의 개념으로만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려면
발전국가 시기의 일본 역할, 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중국의 모습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동아시
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질서를 이끌었던 일본과 중국의 역할을 분석하려면 지역패권을 넘어 동아
시아만의 새로운 리더 개념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리더’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발전주의적인 경제질서를 형성, 주도하며 정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를 ‘동아시아적 리더’라 정의내리고자 한다.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의 핵심은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경제질서를 주도하면서도 불완전 주권국가성 회복을
위해 경제부문에서의 우위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논의되던 패
권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안행형 발전모델에서의 일본, 그리고 21세기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중국, 역외국가이지만 한미일 안보동맹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맹주
로서 활약하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은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적 리더는 향후 미
중 패권경쟁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은 결국 동아시아적 리더를 누가 차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적 리더가 궁극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동아시아가 타 지역과 차별
화된 경제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향후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
기 동아시아적 리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해보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불완전 주권이론과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며 차기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아
시아적 리더를 차지하기 위한 역내외 국가들의 국내적 의도과 정치경제 구조를 연결지어 미시적 행위자
의 의도에 따른 거시적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2. 불완전 주권이론과 ‘동아시아적 리더’
2.1 불완전 주권이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가 체제는 무정부상태로 조직되었다. 국제정치에서의 무정부상
태는 모든 주권국가는 국제정치무대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주권국가 상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
는 것이라 정의된다.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는 영토, 국민, 법적주권으로 그 구성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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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세분화하자면, 공식적이면서 법적인 독립성을 지닌 영토국가들 사이의 상호 승인이 존재하
는 국제법적 주권, 배타적인 영토의 권위 구조에 대한 외부 행위자의 배제를 의미하는 베스트팔렌 주
권, 국가 내부의 효과적인 공적 권력인 국내적 주권, 국가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는 노동, 상
품, 정보 등의 흐름을 규제하는 공적 권력인 상호의존적 주권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김성주, 2006)
주권국가 개념이 처음 등장한 유럽에서는 자연스레 주권국가의 요소를 온전히 갖출 수 있는 과정을 거
쳤다. 이를 통해 영토 및 국민에 대한 국가 내부의 공식적 권위와 대외적 평등을 갖춘 주권국가체제가
탄생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유럽과 같이 스스로 주권국가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무정부상태의 주권국가체제가 그대로 ‘이
식’되었다.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이식 과정을 고통스럽게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 국가 내부의 안정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경우가 바로 그들이다. 자발적으로 생성된 정치시스템이 아
닌, 기존의 환경 및 정서와 제대로 조화되지 못한 서구 중심적 정치체제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국가의
배타적이고 공식적인 권위에 대한 내부적 분쟁을 겪도록 만들었다. 이와 달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대적 주권국가체제를 견고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확한 경계가 없고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다소 약했던 서구 국가와 달리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한, 중, 일이 구분된 국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국가 내부에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정부 권력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는 전통적인 질서 하에 있었던 동아시아 체제가 서구적인 근대주권국가 시스템
으로 보다 용이하게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각종 영토분쟁과 안보 문제는 앞선 주권이론의 흐름을
뒤엎어, 동아시아 각 국 역시 완전 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러한 현실에
의문을 가지고 제기된 국제정치이론이 바로 불완전 주권이론이다. 여기서의 불완전 주권은 단순히 국
내의 최고 권위로서의 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서의 경쟁력과 안보, 궁극적으로
는 국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적 주권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불완전 주권이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각 국 역시 온전한 주권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완전
주권국가성을 띤다.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토와 국민의 분할이라는 불완전한
법적주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관점에서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
법 단체에 불과하다. 즉,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지니지 못함과
동시에 안보의 위협 속에 서 있는 것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으로 분단되어 있
어, 타이완 섬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주권국가로서의 영토 경계가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나누어진 영토에 따른 국민 통합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분단이라는 불완전 주권성은 계속된 안보 위협을 야기한다. 더불어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인해 무장을 할 수 없는 비무장국가로서 비보통국가라는 한계를 갖는다.
즉,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이라는 외부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동맹의 방기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은
분단과 비보통국가라는 불완전 주권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유사 사태라는 국가 생존의 불투명성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각 국가는 보다 확실한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불완전 주권성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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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자 시도한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형성된 주권국가체제가 오늘날의 국제정치정세를 정확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주권국가의 명시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
에서, 동아시아의 불완전주권에 대한 논의는 다소 맥락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또한 과거 서구의 정치맥
락에서 탄생한 주권국가체제를 동아시아의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도는 국제정치적 텍스트를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도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의 주권의
개념을 조금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 바로 불완전 주권이론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당시에는 각
국가의 국제정치적 평등성과 대내적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주권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주권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권 개념은 계속 변화하
였지만, 주권이라는 명사 자체는 지속적으로 차용하면서 그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적용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 글에서의 불완전 주권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외적 주권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럽과 북미와 같은 초국가적 안보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과 동아시아와의 명백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계속 언급된 국가 생존과 안보의 문제다. 영토의 분단과 비보통국가라는, 외부적 주권에
대한 불완전성은 동아시아 각 국의 생존 가능성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각 국가는 비슷하게 불완전
주권성을 가진 타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행위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역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즉, 타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기능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경제
협력이 지역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불완전 주권성에서 비롯된 행위의 의도에 기인했던 것이
다. 불완전 주권이론에서의 주권 개념을 국가 생존에 대한 국제관계에서의 주권이라 해석한다면, 동아
시아에서의 안보 딜레마와 영토 분쟁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아시아 패러독스 역시 설명
가능한 맥락에 서 있게 된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불완전한 주권은 20세기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및 식민지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역외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국가
내부 권력이 분산되었고, 중국 역시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정부 권력이 양분되어 국가와 영토가 분단되
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제국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언급
된 몇몇 영토들로 인해 각종 해양영토분쟁을 겪고 있다.(전재성, 2017) 이는 근대적인 주권국가체제가
영토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 주권국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주권개념이 동아시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외적 주권성은 완전히 달성되기 어려웠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은 분단과 비보통국가라는 불완전한 법적 주권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각종 문제에 부딪혔
다. 온전한 주권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단국가들은 영토와 국민을 독점하고자 시도하며 서
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는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국제질
서구조를 상대보다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끔 변형시키고자 시도한다. 비보통국가 역시 무장과 자주라
는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내부의 힘을 증강하는 동시에 타국으로부터 보통국가화와 관련한 승인을
받고자 투쟁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와 경쟁하는 양상이 지속될 수 있는데, 20세기부터 이어진 동
아시아 갈등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시가 된다.(전재성, 2017)
또한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던 과거의 시도들은 동아시아 각 국으로 하여금 서로를 믿지 못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19세기 이전까지 전통적인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화질서, 20세기 일본의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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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영권과 같은 이른바 ‘제국주의적 지배야욕’은 오늘날 동아시아 각 국 행위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세기 근대적인 주권국가체제가 동아시아에 이식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중화질서를 통해 조선을 청에 속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선과
일본, 그리고 청의 대등한 관계가 조약을 통해 명시된 이후에도 청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청과 조선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자 했다.(김동택, 2017) 이에 오
늘날 중국의 행위는 이러한 위계적인 중화질서의 재건을 추구하는 것이라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역시 20세기 제국주의의 야욕을 보이며 동아시아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놓으려는 시도를 계속했기 때문
에,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은 현재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 제국주의적인
위계적 지배를 부활시킴으로서 오늘날의 불완전환 주권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타국의 견제와 방해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불협화음이 불완전 주권이론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완전한 주권성을 확보하지 못한 동아시아 각 국은 주권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기 위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주권성과 관련된 상대 정치체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까지 경쟁에 뛰어들어 자국의 이익 확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동아시아의 불완전
주권 문제는 한, 중, 일의 개별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공간에서 개별국가가 지역적인 주도권을 차지한다면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질서 구조를 자국의 주권성
확보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음은 물론이며,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해서도 보다 유리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각 국은 자국의 불완전 주권성 회복을 위한 주도권 확보 방안에 몰두한다.

2.2 왜 동아시아 지역협력인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의 필요성은 주요 담론이 되었다. 더욱
이 유럽이 유럽연합(EU)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통일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
적 공동체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그저 피상적인 협력의 필요성에만 그칠
뿐, 정작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동아시아보다 먼
저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유럽연합은 브렉시트와 같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일,
중일, 한중 관계에서 갈등이 점차 첨예하게 나타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동아시아적 리더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전제를 생각해본다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먼저 논의해보아야
할 것 같다.
동아시아 역내 경제구조가 점점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경제통합이
경제협력, 나아가 지역협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는 결국 동아시아 각
국의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16년 사드 배치 사태를 생각해보자. 동아시아
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경제의존 구조
는 결국 중국의 경제 무기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중국 무역의존도의 증가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각 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자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중국
에 의한 안보 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Chen and Yang, 2013; 이승주, 2015) 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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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부재는 결국 동아시아 역내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무기화된다면 동아시아 각 국을 향한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역내 평화와 각 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역적 수준의 협력을 통해 각 국은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정책적 자율성을 펼칠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는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불완전 주권성이 안보 위협
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곧 분단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동아시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타 지역보다 유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한반
도와 중국 양안관계에서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맥락
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중견국의 다자적 안보체계가 자주 언급되곤 한다. 중견국 간의 안보 협력은 강
대국의 선택지에서 주요 변수가 되며, 강대국은 이러한 안보 협력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동아
시아 지역협력이 실질적인 안보협력체로 이어질 경우, 미중 패권경쟁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자율적 정
책 공간을 넓힐 뿐만 아니라, 실제 유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협력체로 기능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등과 같은 인간안보에서도 지역 수준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김용민‧정성은, 2020) 특히 새로운
의미의 안보는 초국가적 의제를 상정하기 때문에 역내 국가의 협력이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전통적 의미의 안보와 새로운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각 국의 개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보아
야 한다.

2.3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화
불완전 주권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각 국이 지역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는 사실
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각 국의 경쟁 속에서도 역내 평화와 개별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지역 수준의
국가 간 협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정
국가가 정치경제질서에 있어 이른바 ‘리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주권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맥락은 물론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질서로써 지경학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리더를 차지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질서를 변형 및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 사용할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은 기존 국제정치의 지역패권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
하고자 한다. 지역패권은 해당 지역의 패권국가로서 기존 정치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의
미한다. 패권은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무역과 금융, 통화체제를 형성하는 국제경제질서의
구체적인 규정,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인 힘의 우위가 바로 그들이다.(백창재, 2003)
즉, 패권국이란 국제경제질서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국제경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막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마치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라 칭할 수 있다. 지역패권은 이와 비슷하게 지역적 수준에서 경제질
서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이라 분류할 수 있겠다. 즉, 지역패권은 직접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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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쿠션과 같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적 리더와 지역패권을 왜 구분해야 하는가? 오늘날 논의되는 지역패권의 개념으로
는 과거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 흐름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1960년대부터 80년대까
지의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은 경제질서를 안정화한다는 패권적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해
비보통국가의 한계를 해결하겠다는 불완전 주권국가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협력적인 동아
시아 지역의 동반적 경제발전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도래했을 때 일본은
유동성 위기를 흡수할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도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일본을 지역패권으로 정의할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질서 변화를
단순한 지역패권 개념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패권국과 달리 동아시
아적 리더의 개념에는 지역 수준에서의 협력적인 경제성장과 유동성 제공 및 위기 흡수가 포함되어 있
다. 특히 패권국의 경우 폭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며, 패권국
으로 등극한 이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패권을 향한 경쟁 속에서 패권국에 의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아시아적 리더는 주어진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경제력의 우위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협력과정을 통해 지위를 획득 및 유지하는 행위자라
명명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패권 개념과 구분되는 동아시아 질서 주도 국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으
며,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경제질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20세기 동아시아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성장이었다. 국가가 주도한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 의제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가치는 저평가되거나 무시되었다. 동아시
아적 리더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정의는 바로 이러한 경험적 사실
에 근거한다. 동아시아는 오늘날의 패권 개념이 요구하는 세계적 혹은 지역적 수준의 ‘경제안정’보다는
‘경제발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에도 지역적인 경제발전 시스템의 주도가 부
여되었다. 동아시아적 리더를 선두로 한 지역 수준의 경제체제는 이들 국가를 급속도로 성장시켜 동아
시아를 세계 최대의 경제 구역으로 만드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다. 또한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경제
안정보다 발전에 초점을 둔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적 성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의 지역패권 담론에
서도 경제발전이 주요 역할로써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수준의 경제성장을 주
도하는 지역경제체제의 주도권을 수행하는 국가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동아시아적 리더를 ‘국제정치적 구조를 활용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질서를 발전주
의적인 방향으로 주도하며,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으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국가 행
위자’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여기서 ‘다른 영역으로의 영향력 증대’라는 구절을 삽입한 이유는, 동아시
아 각 국이 불완전 주권국가로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영토나 안보 분쟁 등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완전
주권국가성 회복은 동아시아적 리더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 바 있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 국은 완전한 주권국가를 향한 시도로써 경제력을 바탕으로 타 국가와 협력 또는 경쟁하였
다. 일본의 경우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안행형 모델을 주도하는 해석이 가능하
며, 중국 역시 양안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만족스럽게 이끌어내고자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
로 지역적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은 지역수준의 경제성장시스템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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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주권성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의 핵심은 ‘외부 구조에의 유연한 적응을 통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경제시스템의 주도권’과
‘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불완전 주권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구분지을 수 있겠다. 동
아시아 경제질서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동아시아적 리더는 역내 유동성과 위기를 흡수하면서 경제구조
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독특한 발전주의적 모델을 역내 국가로 이전하면서 지
역 수준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동아시아적 리더는 불완전 주권성 회복을 위한 수단
으로 그 지위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역내 경제위기의 예방과 협력적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주도국가
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각 국이 경제발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
는 국가도 변화해왔다. 가령,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주요 정치경제질서였던 1960년대에서 80년대
까지는 일본을 동아시아적 리더로 일컬을 수 있으며,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러한 리더
가 부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그 역할을 넘겨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2001년 WTO 가입을 기반으로 급속 성장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소비시장을 바탕
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질서를 이끄는 새로운 동아시아적 리더로 자리 잡는 듯하다. 이는 동아시아가 직
면한 국제정치적 구조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즉, 냉전 시기에는 일본이 경제
발전의 통로를 미소 대립에서 발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통한 안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고, 21세기
미국 단극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후에는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의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
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동아시아적 리더의 발전주의적 경제체제 형성을 통한 불완전 주
권성 회복을 위한 시도를 살펴보고, 리더 국가의 대내외적 동기 변화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 정치경제질
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동아시아적 리더의 대내외적 동기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3.1 일본과 동아시아 발전국가
앞서 정의한 동아시아적 리더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면, 해당 개념의 시초를 일본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은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의 핵심적인 구조로
기능하였으며,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은 세계 정치경제학에 있어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였다. 일본 주
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는 대외적 수준과 대내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 수준에서는 동
아시아 역내의 동반적 경제성장을 이끈 안행형 모델을, 대내적 수준에서는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지역
의 경제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플라잉 기즈(flying geese)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안행형 모델은 과거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을 설
명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V자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안행형 모
델은 일본을 비롯한 한국과 대만, 중국의 국가 간, 지역적 성장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디 안행형
모델의 출발점은 상품과 기업의 생산주기를 설명하는 생산주기이론이었다. 이를 주장한 버논에 따르
면, 신기술, 신상품을 개발한 기업은 생산 주기가 성숙됨에 따라 기술이 표준화 되고, 이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타 기업이나 해외로 기술이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점점 기업의 과점적 이익이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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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해외로 이전시키거나 포기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몰두하게 된
다.(Raymond vernon, 1976; 류상영, 이승주, 2003) 이와 같은 기업 수준의 경영학 이론을 동아시아라는
정치적 의제로 확대 적용한 것이 바로 안행형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안행형 모델의 핵심은 선두에
위치한 일본의 발전모델을 후발국들이 따라한다는 전제이다. 선진국에서 발달된 기술이 후발국으로 이
전되면서, 모델을 이끄는 선진국에서는 점차 고도화된 기술 분야로 주력 산업을 넓히며, 후발국은 선진
국에서 이전된 비교적 가벼운 산업을 통해 수출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선발주자로서 앞서가면,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이 그 뒤를 이어 따라가며, 마지막으
로 중국과 동남아가 이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임혜란, 2013) 일본에서 성숙된 각종 기
술을 넘겨받은 신흥공업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통해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 간 수직적 분업관계이다. 일본 주도의 안행형 모델에서 동아시아 각 국은 ‘원자재-경공업중화학공업’으로 정의되는, 성숙도에 따른 산업 이전이 중심이었다. 일본에서 포화 상태인 각종 기술들
이 신흥공업국에 이전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 지역 수준에서의 동반적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동아시아 역내 경제질서를 형성한 안행형 모델은 각 국의 내부에서도 동아시아만의 독특성을 지닌
발전모델을 가능케 했다. 시장 친화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으로 일컬어지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
델이 바로 그것이다.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며, 국가 자율
성과 효율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국가가 직접 경제발전을 꾀하며 전략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정치경제
모델을 의미한다.(임혜란, 이영섭, 2020) 특히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폴로 정의되는 신흥공업국들
(NICs)은 안행형 모델이라는 지역적 경제발전구조를 통해 기술과 수출입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의 시장개입이 용인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대외적 수준의 안행형
모델과 대내적 수준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는 안정적인 정치경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경제구조를 형성한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역내에 펼쳤다.
일본은 미일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이라는 수출시장을 동아시아 국가에게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
다. 이는 유동성과 수출 시장을 제공하는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자국 역시 수출의 이점
을 확보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도였다.
일본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구조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발전적 지역경제질서를 이끌었다. 사실상
냉전은 동아시아적 리더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위치해있는 동아시아 국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최전
방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면 공산화될 가능성이 적어지리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즉,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곧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그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적
리더의 ‘발전주의적 경제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본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의 지원 하에서 삼각 무역 구조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 및 대만의 조립, 그리고 미국으로
의 최종 수출로 구성된 삼각 무역은 일본의 리더 역할 수행의 큰 디딤돌이었으며 수출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발전체제를 뒷받침했다. 일본의 동아시아적 리더의 핵심이 주어진 구조를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발
전주의적 경제질서의 주도권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일본은 냉전 속에서 매우 적절한 발전주의 정
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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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 수행의 동기는 불완전 주권국가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1951년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 이후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비보통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비보통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본이 주력을 둔 영역은 바로 경제발전이었다.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총리가 된 요시다 시게루는 재무장을 최소화하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요시다 노선’을 펼쳤다. 이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전후 일본외교를 대표하는 전략이다. 요시다
정권은 협력적인 미일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를 미국에게 맡기면서도 자국의 모든 역량은 경제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손기섭, 2012) 전후 일본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이었기에,
요시다 정권으로서는 무리하게 재군비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투자
하는 방안이 매력적이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일본 외교는 미국에게도 꽤나 좋은 선택지임이 분
명했는데, 당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견제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미군기지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미군 기지 제공과 일본의
안보를 맞바꿈으로써 협력적이면서 비대칭적인 미일관계가 조성되었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개정
되면서 양국 사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교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히 문서상의 변화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의 미군은 군사 행동력을 보장받아왔다. 이러한 요시다 노선은 이후 이케다 정권,
사토 정권으로 이어지며 일본의 비보통국가적 특성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요시다 노선은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요시다 노선은 경
제발전에 초점을 둔 발전주의적 경향을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시켰다. 국가가 시장에 대한 협력적 태도
를 지니면서 주도적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모습은 영미식 신자유주의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러
한 발전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발견되는 경향은 바로
전후 일본의 요시다 노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는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지는 않는다.
물론 모든 선진국들은 고도화된 경제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오늘날 많은 경제 지표가 각 국가의 경쟁력
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국가 자체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발전주의적 인식은 동아
시아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안행형 모델의 선두에 있었던 비보통국가 일본에
게 경제발전이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따라서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에
집중한 모습에서 파생되었다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발전주의적 경향은 안행형 모델을 통한 지역
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에게 전파되었고,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적 경향이 동아시아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시다 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이를 수행하는
지지대가 되도록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본에게는 경제라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입지를 다져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집중했던 일본 정부는 동아시
아 역내 질서에서 리더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바로 한일 관계 및 중일 관계의 개선
이다. 미국은 소련이라는 최대의 정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이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리라 기대했다. 따라서 한일 협력은 물론 중일 협력 역시 필수적이었다.
일본은 거대한 협력자인 미국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보다 확고한 주도권을 다지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의 수단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흥공업국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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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은 미일 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도 결코 자
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출주도성장 전략을 채택한 신흥공업국들은 미국과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미국-일본과의 협력적 관계에 주력해야 했다. 즉,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동아
시아 정치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안보와 경제를 교환했던 요시다 노선의
의도치 않은 결과이면서도 일본을 동아시아 리더의 자리에 올려놓은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일본은 점차 대외적 능력과 대내적 동기 모두를 상실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1980년대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외국 경제에 대한
수혜적인 정책을 줄여나간다. 일본 역시 이 흐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대외적 능력과 사기는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된다. 협력적
미일관계가 일본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력의 하락과 보호무역적인 태도
로의 전환은 일본으로 하여금 대외적인 국제관계에서의 위기에 봉착함은 물론 대내적인 경제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어진 플라자 합의는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
왔다. 당시 엄청난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출 경쟁력 악화를
목도한다. 일본 내 실업률은 증가하고, 안정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던 경제는 침체기를 걷게 된다. 국
내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는 바로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를 증가시킨다.
이는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면서 해당 제품을 일본 및 타 지역으
로 수출하는 방안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이전까지는 원료를 수입
한 뒤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띠던 일본의 무역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른바 ‘역수
입’까지 하게 되는 수평적 모습을 띠게 되었다.(하시야 히로시, 2005)
이 시점에서 일본 주도의 안행형 모델은 거의 무너진 상태라 해도 무방하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나 중국에서 주로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들의 수출량
도 늘어난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던 신흥공업국들의 기술 경쟁력도 1980년대 후반 정도
가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에 이른다. 이는 곧 동일한 수출품목에 대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
쟁을 부추기면서, 수출 경쟁력 손실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더불어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발전
국가 모델도 한계에 부딪힌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무시되었던 과잉 투자 및 중복 투자, 기
업의 도덕적 해이, 관치 금융 등의 문제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90년대 후반에 이르
면 일본이 주도, 형성했던 대외적 안행형 모델-대내적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
이른다. 즉,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을 수행할 일본의 대외적 능력이 상실되었다.
일본의 대내적 동기 역시 상당 수준 약화되었다. 60-80년대 기술 이전 및 직접적인 경제자금 제공을
통해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장하고자 했으며, 이는 상당히 효과적이었
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은 ‘경제력이 있다면 안보는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
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내전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완전 주권성 회복을 향한 일본의 대내적 동기가 변화한다. 비보통국가였던 일본은 직접적
인 군사 개입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들 국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력 뒤에 숨어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한다는 싸늘한 시선에 불과했다. 경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임이 분명했다. 이후 일본은 점차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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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가로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비보통국가의 주권 회복 수단으
로 경제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군사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더 이상 불완전 주권국가로서의 특성이 일본의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의
미했다.
일본의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대외적 능력과 대내적 동기의 상실은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일본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끈 동시에 해외
투기자본 세력의 유입을 불러왔다. 각 국 통화가 연동되어 있던 동아시아 외환시장은 태국 바트화를
폭락을 시작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무너지며 동북아까지 그 위기가 확산되었다.(임혜란, 이영
섭, 2020) 이후 비교적 재정상태가 견고했던 한국까지 외환위기가 닥치며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경제질
서가 흔들렸다. 본디 동아시아적 리더로써 일본은 마땅히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
만, 이미 그 능력과 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위기의 확산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동남아 외환위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게 동아시아의 위기
를 흡수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안행형 모델과 동아시아 발전
국가모델로 특징지어지는 일본 주도의 정치경제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일본은 동아시아적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했다.

3.2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학계의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해외투기자본세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다는 대외적 요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기를 흡수한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막대한 소비력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출중심국가인 동아시아 각 국은 중국을 비롯한 타국으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수행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면서, 중국
이 동아시아 역내 신흥 강자로 새롭게 떠오르게 된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
한다. 이전부터 중국은 막대한 인구와 영토를 기반으로 거대한 소비 및 생산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잠재
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아온 바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
자를 기반으로 설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한 중국은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이른바 ‘세계의 공
장’ 지위를 차지한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수출 및 수입을 통해 동아시아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동
아시아적 리더의 가능성을 확보했고,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보이며 이제는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위
상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냉전의 구도 속에서 탄생한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일본은 새롭게 변화한 21세기 국제정치
구조에 유연히 적응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
로 국가 주도 발전주의적 경향은 중국에서도 발견되는데, 심지어 중국 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기
본 틀을 넘어 국가 자본주의적인 특성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전주의적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가 경제력을 확보하여 다른 영역으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시도한다는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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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실제로 중국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대칭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력
을 바탕으로 사드배치, 한한령 등 정치적 의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적 리더
역할을 넘어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시도로까지 읽힌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할 때, 중국은
동아시아적 리더를 차지함은 물론, 이를 넘어 역내 패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세계 패권국으로 등극하고
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이 동아시아적 리더 자리에 그쳤다면, 중국은 리
더 자리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 패권’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적 리더로서 중국이 시도한 정치경제질서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와 다차원적
경제질서 확보로 정의된다. 21세기 생산 네트워크는 20세기와 확연히 구분된다. 과거에는 국가 간 산업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수직적 분업질서가 특징이었다면, 오늘날 생산질서에서 산업 간 구분 경
계는 흐릿하다. 오히려 하나의 상품 개발 및 생산에 있어 특정 국가가 모든 분야를 담당하지 않고, 상품
및 서비스가 여러 국가를 통해 생산, 전달, 소비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완결되는 모습이 나타나
는데 이를 글로벌 가치사슬이라 정의한다.(전은경, 2020) 글로벌 가치사슬은 한 상품의 생산 과정에
있어 고부가가치 영역과 저부가가치 영역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상품의 기술 및 연구
개발, 마케팅, 서비스 및 판매 등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영역에 속하며, 부품 조달 및 조립, 최종재
완성 등 물리적인 생산 과정은 비교적 저부가가치 영역에 해당한다. 오늘날 각 국가에게는 이러한 글로
벌 가치사슬 속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기술 이전으로는 충
분한 경제성장을 목표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21
세기 초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였다.
먼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품조달, 생산 및 조립을 담당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사이, 각종
연구 및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편입을 꾀했다. 이제 중국은 저부가가치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조차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21세기 초 일본 주도의 기존 구조가 무너지고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많은 동아
시아 국가들은 중국 의존적인 수출구조를 형성하였다. 중국이 새롭게 경제의 신흥강자로 부상함에 따
라 각 국은 앞 다투어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핵심
으로 부상하였고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이승주,
2017)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생산 네트워크로
편입되었다. 이는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 정치와 안보, 외교 등 타 영역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시도할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가 이른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안미경중의 태도는
언뜻 보면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아시아적 리더로 자리잡은 중국이 자국의 불완전 주권
회복 및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안보 영역에서조차 새로운 지위에 등극하고자 하는 의도
를 내비치고 있기에 다소 불안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일대일로와 AIIB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중국
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와
미일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성장한 중국이 체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낙관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김진영, 2008)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인 국가 생존 싸움이었던 냉전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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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중국이 신흥국으로 부상하더라도 미국 패권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며 협력적인 동아시아 및 세계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낙관론은 예측에 완전히 실패했다. 동아시아적 리더
로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발전주의 경로를 제시하며, 미국과 일본을 배제한 새로운 동아시아 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미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DB(아시아 개발은행)와 IMF, WORLD
BANK 체제의 경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확보하기 힘들었다. 이에 중국은 기존의 자
유주의 경제질서를 탈피하고자 ‘중국식 발전경로’를 제시하여 새로운 이념적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일대일로는 인프라 구축을 통
한 협력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며, 중국 내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인프라 건설, 생산 네트
워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 속에서 자국의 핵심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
는 시도로 해석된다.(이승주, 2017) 반면 AIIB는 보다 직접적인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ADB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에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투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AIIB를 설립하였다. 일대일로와 AIIB를 통해, 과거 미일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일
본 주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 속에서 성장한 중국은 역설적으로 자국 중심의 주도를 새롭게 형성함
으로써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새로운 발전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
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소비력이 미국을 이미
추월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견고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가 무너진 뒤 그 자리를 대체하며,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와 역내 경제협력질서의 구
축을 통해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게 주어진 국제정치적 구조가 냉전이었다면, 중국이 직면한 구조는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체제
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008 미국발 경제위기의 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막대한 생산력
과 소비시장을 지닌 국가다. 이런 중국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시장질서에서 온전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만의 새로운 전략을 취해야 할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 미국발 경제
위기는 중국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이 그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에
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국가 생산력을 증강시켰다.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생산질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과거 일본과 마찬
가지로 주어진 국제구조를 유연히 활용하여 자국의 이득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적 리더 지위를 차지하
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아시아적 리더를 향한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은 양안관계라는 불완전 주권문제에 직면해있
다. 양안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갈등 관계를 의미한다.1948년 국공내전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본거지를 옮긴 뒤, 두 개의 정부가 자국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로 인
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중화민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데탕트와 미국의 경제
력 하락이 동반되면서 미국은 방중 및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를 수립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본을 비롯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도 중화민국(이하 대만)과 국교를 단절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중국은 G2 국가로서 각종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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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단순한 옵서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 대만이 열세에 위치하였음에도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에
서 미국이 대만을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양안관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독
립 성향이 짙은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2020년 총통으로 재집권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짙어질 것으로 전
망되는 상황이다.
오늘날 대륙 본토에 자리한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만(중화민
국)은 독립을 주장한다. 이는 불완전 주권이론의 관점에서 영토와 국민의 분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
완전 주권국가인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이에 중국은 자신이 가진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을 무기로 하여 먼저 경제력을 확보하였
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한 뒤, 양안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최종적으로는 불완전 주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경제력과 발전주의적 모델의
확산을 시도한다. 이는 일본이 수행했던, 자국의 불완전 주권성을 회복하기 위한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최우선적 목표인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박창권,
2013)
그러나 향후 중국이 계속해서 동아시아적 리더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행위를 분석해볼 때, 중국을 동아시아적 리더로 바라보기보다는 단순히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도전국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한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 그리고 경험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따르면, 동아시아적 리더는 마땅히 발전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지역 수준의 경제협력
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 수준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흡수하고 감당할 여지와
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행동은 지역 수준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
려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읽히는 듯하다. 중국 굴지의 부동산기업 헝다 그룹의 디폴트 위기는
중국을 시작으로 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
로 이어지며 주변국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이는 일대일로 등의 협력관계 구축 시도가 장
애에 부딪힘과 더불어 중국 내부의 생산력 증가가 둔화 상태에 머무르게 되자, 기존에 내비쳤던 역내
국가와의 협력적인 경제성장의 의지보다는 자국 중심의 성향을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어
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중국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역내 경제협
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시도할 것이며, 따라서 유동성 흡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적
리더의 이점은 중국 행위자 입장에서 거의 상실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적 리더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양안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는 사실
도 동아시아적 리더를 향한 중국의 의지 상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양안관계는 분명 동아시아의
지역적 문제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이어진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초부터
‘9‧2 컨센서스’를 부정하며 ‘하나의 중국’ 명제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앞서 서술했듯 미중 패권경쟁에서의 무기로써 대만을 이용하고자 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타
이베이 법안(TAIPEI ACT)」이 발효되면서, 국제기구에의 회원 또는 옵서버로서 대만 참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명시되었다.(허재철 외 3인, 2020) 이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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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로 읽힐 수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양안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동아시아 역내의 주도권 확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겨뤄야 하는 처지
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며 역내 경제위기를 흡수할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동아시아적 리더는 이제 중국에게 메리트가 없으며, 노골적으로 역내 및 세계 패권을 차지
하려는 도전국의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
물론 중국이 동아시아적 리더를 계속할 역량은 충분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미 중국의 몇몇 경제지
표는 패권국 미국을 추월한 바 있으며, 거대한 경제력은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하나로 묶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
다. 오히려 중국은 세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를 뒤흔들고 있으
며, 역내 국가들에게 협력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제력으로 중국과의 동맹을 선택하라는 압박적
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이 동아시아적 리더를 향한 의지를 상실하였으며, 반드시 협력을 전
제로 하지는 않는 역내‧세계 패권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상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4. 동아시아적 리더의 향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
냉전의 구조 속에서 탄생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미국 단극체제라는 거시적 구조 속에서 변화한 동아시
아적 리더는 오늘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일본의 리더 자격 상실 이후 지위를 넘겨받은 중국은
이제 역내 질서를 무기화하며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 패권경쟁에서 동
아시아가 평화를 유지하며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리더의 역할이 요구된다.
동아시아적 리더는 동아시아 역내 동반적 경제발전을 주도하며 나름의 지역협력을 창출해냈다. 이는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따라서 지역 수준의 정치경제질서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
러나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과 국제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 중국이 차례로 수행했던 동아시아적
리더의 자리는 부재중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협력 역시 다소 낮은 실현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
다. 그렇다면 향후 동아시아적 리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과 중국 이외의 제 3국이 차지할 것인가,
혹은 계속 부재중인 채로 남겨질 것인가? 유럽과 달리 역내의 지정학, 지경학, 역사적 이해관계가 상충
하는 동아시아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가능하려면, 그러한 협력을 주도하고 위기를 흡수할 동
아시아적 리더의 중요성에 한 층 무게가 실린다. 또한 중견국이라 칭할 수 있는 한국의 경우 역내 질서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적 리더를 예측
하고 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4.1 한국
첫 번째 가능성은 한국이 동아시아적 리더의 지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안행형 모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21세기 중
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에도 성공적으로 편입해 실익을 얻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일
원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적인 현재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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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분단 상태에 처해 있으며, 비이성적인 행위자로 간주되는 북한으로
인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동아시아적 리더를 차지
하기 위한 동기가 충분하다. 한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발언권과 주도권을 확보해 북
한과의 문제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분단이라는 불완전 주권성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의 관계에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위치를 획득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한 발짝 더 다가
감은 물론 안미경중이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적 리더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할 역량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현
재의 한국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한국 가계신용은 180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0년 실질 GDP의 98.3%에 해당한
다.(한경, 2020) 즉, 국외로 눈을 돌리기에는 국내의 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동아시
아적 리더가 역내 위기를 흡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을 고려한다면, 현
재의 한국에게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자국 중심의 발전주의적 모델을 제시하고 역
내 정치경제질서를 이끌어야 하는 동아시아적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 한국의 이론적, 실천적 역량이 부
족하다. 현재 세계 질서에서는 일본의 안행형 모델이 가능했던 냉전 시기의 미국과 같은 행위자가 부재
하며,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가능케 했던 막대한 경제력 역시 한국에게는 없다. 따라서 한국에
게는 동아시아적 리더를 획득 및 유지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동아시아적 리더의 지위를 차지하기보다는 향후 리더가 될 국
가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아시
아적 리더와 함께 중견국 외교를 실천한다면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이 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전략적인 외교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물론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
역시 동아시아적 리더를 차지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적 리더라는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4.2 아세안
현재 시점에서는 아세안(ASEAN)이 새로운 동아시아적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
다.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ions)의 줄임말인 아세안은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폴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간 전반적인 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다.1) 아세안의 성과는 매우 놀라운데, 한, 중, 일 3국의 동북아시아와는 달리 지역적인 협력을 기반으
로 하여 효과적인 협력체를 만들어낸 것 자체만으로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향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재고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을 배제한 한중일 3국의 경우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해 협력이 좌초되는 현상이 경험적으로 목격되었다. 실제로 한중일 FTA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실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 안보,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
서 의견이 충돌하여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아세안이 참여하거나 그 중심에 낀 협력 논의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아세안은 외교, 안보적

1) 외교부. 동남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외교부 웹페이지, 검색
일 2021.10.19., https://www.mofa.go.kr/www/wpge/m_3921/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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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핵심 위치에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아세안이 가진 경제력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한중일 각 국으로서는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세안이 참여하는 경제 및 지역협력의 경우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
다. 아세안+3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가 실질적 논의 단계까지 이어지고, 중국을 시작으로 한중일 각
국의 아세안+1 FTA가 체결되었던 것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의 아세안 중심성을 나타내는 경험적 증
거에 해당한다. 아세안은 무역과 안보 질서에서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중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아세안이 협력체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향후 동아시아적
리더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
로, 아세안만의 새로운 발전주의적 경제질서가 탄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아세안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
저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문제다. 아세안의 리더십은 대외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
일한 정체성 유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단일한 정체성 유지를 위해 개별 국가의 고유 특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이는 연합을 위한 개별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리더십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과 대외적 단일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발전시킬 능력을 필요로
한다.(이승주, 2016) 지금까지 아세안은 그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주변국들의 경쟁을 통해 지역협력에
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세안 내부의 개별적 특성과 대외적 단일성은 상충할 여
지가 적었다. 하지만 향후 보다 실질적인 지역협력을 이끌 동아시아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단일 국가가 지닌 정책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단일체적 특성이 보
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세안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내정불간섭’
과 ‘합의제’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은 오히려 공동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김도희, 최영미, 2016) 즉, 아세안의 느슨하고도 효과적인 공동체 운영 방식이 동아시아적 리더를
차지하기 위한 중심성을 확보해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방식이 아세안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세안은 불완전 주권국가의 특성을 지니지 않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의 연합에 해
당한다. 여기서 불완전 주권이론이 내포된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의 일방적인 적용을 시도한다면, 기존
에 펼쳐왔던 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을 동아시아적 리더로
인정하려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념의 변용이 필요하다. 과거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이 탄생한 시점과
현재의 국제정치경제적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개념의 적절한
변용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주요한 특성인 불완전 주권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정치단위
가 동아시아적 리더의 지위를 차지했을 경우, 불완전 주권성은 지역협력에서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지역협력을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세안이 동아시아
적 리더의 위치를 차지할지라도,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던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의 변형이나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3 제 3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아닌 제 3의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향후 동아시아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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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부재한 채로 각 국의 개별적인 협력에 기대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방안이면서도,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을 변용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충분
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오늘날 동아시아 각 국은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
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항해 미일 동맹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며, 중국
은 아시아에서의 패권 확보를 위해 주변국에게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며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은 비대칭적 경제의존으로 인해 중국과 협조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방기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을 마련하기 위한 한일 간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을 느끼지만 여러 긴장 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협력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이 서로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대치
상태에 머무르는 한, 동아시아적 리더는 등장하기 어려우며 개별적 노력만으로 협력을 진행해야만 한
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실질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지역 수준의 실질적 협력은 유보 상태에 다다르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혹은 미국과 같은 역외 국가가 동아시아적 리더를 자처하여 지역협력의 이식을 시도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새롭게 변형하려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세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적 리더 개념의 변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역외 국가가 동아시아의 불완전 주권성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겨,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협력을 이끌어내지 못 할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역외 국가가 동아시아적 리더를 차지할 때 한미일 동맹과 미중 관계, 한중일 관계는 한층 더 복잡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더욱 필요해지리라 예상된다.

5. 결론
동아시아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하고도 특수한 경제발전을 경험했다.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로
대표되는 동아시아는 지역 수준의 경제 협력을 통해 동반적 성장을 가능케 했다. 또한 경제 협력이 정
치, 안보 협력 등 타 영역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곳이 바로 동아시아이기도 하다. 각 국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의 불완전 주권성을 회복하려 하며, 이때 주도권을
가진 국가가 부재하다면 서로의 이권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 논의는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황에 맞는 급한 의제만을 다루곤 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려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협력의 주도권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존의 지역패권 개념과 다른 ‘동아시아적 리더’를 새롭게 정의하고 리더 국가의
대내외적 동기와 역량에 따른 정치경제질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불완전 주권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아
시아 국가들은 자신의 불완전 주권 회복을 위해 발전주의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며, 그 구조 형성 능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나 안보 등 다른 영역으로 영향력
을 확대하고자 시도한다. 동아시아적 리더는 발전주의, 지역 수준의 동반적‧협력적 경제 성장, 유동성
확보와 경제위기 흡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비보통국가 일본이 협력적
미일관계를 바탕으로 안행형 모델과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을 주도하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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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0년대 미국 경제력의 하락과 플라자 합의 등 일본의 경제 동력이 상실되자 일본 주도의 동아시
아 정치경제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이후 중국이 동아
시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아시아적 리더 자리를 넘겨받았고, 21세기 동아시아는 중
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은 새롭게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형성하
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양안관계를 해결하려면 동아시아적 리더 자체로는 역부족이라 판
단하고, 협력적인 경제성장의 역할을 무시한 채 도전국으로서의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동아시아적 리더의 유지를 위한 역량은 충분하지만 이미 의지를 상실해 버린 중국 이후 동아시아적 리
더의 역할이 어떻게 될 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국가 중심 발전주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시점에서 탄생한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
서는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을 정의하고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나 미래 시점에 맞는 개념 변용은 적
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에서 국가 중심의 발전주의적 성향이 지속 가
능한지, 이에 따라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이 현실에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불완전 주권이론은 한중일 3국에 적용되므로, 향후 아세안 혹은 역외 국가가 동아시아적 리더
담론에 들어온다면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불완전 주권이론의 정의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동아시아적 리더 개념은 동아시아 발전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새
롭게 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미중 패권경쟁과 역사적‧정치적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빈번히 좌초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동아시아적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RCEP과 CPTPP
의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동아시아는 점차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통합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
화는 근대 주권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21세기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통합과 협력이
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는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능하리라는 기대를
품어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와 정치 등에서도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이루어져
야 한다. 과거 동아시아적 리더가 발전주의적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나의 경제구조를 형성하였다면,
이제는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치 패러
다임에서 탄생한 동아시아적 리더는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정치구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변화
하는 시대에 맞춰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 역시 알맞게 바꾼 적용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적 리더의 개념
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정치체가 그 자리를 넘겨받을지 예측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참여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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