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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ᅵ 2013년 6월 13일(목) 15:00 ~ 18:00

       장    소 ᅵ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ᅵ 국회의원 인재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2 -

제1부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사회: 민변 권정호 변호사)

15:00 인사말 국회의원 인재근

15:10 격려사 국회의원 이종걸, 심재권

15:20
발제1.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 -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15:30
발제2. SOFA개정의 국제법적 검토 - 이장희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
임대표)

15:40 발제3. SOFA조항의 위헌성 검토 - 하주희, 배영근, 박치현 변호사

16:20
패널토론 국회의원 김광진(국회 국방위원회) / 김행선 미국변호사(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강상원 소장(평택평화센터) / 윤기돈 사무처장(녹
색연합) 

16:40 종합토론 

제2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사회 : 민가협 김현주 사무국장)

17:20 인사말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

17:30 경과보고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7:40 사업계획 및 조직체계 발표 권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7:50 자문위원단 인사 국회의원 인재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8:00 발족선언문 낭독  박상희 목사(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위원장)

                    PROGRAM 

 



- 3 -

CONTENTS 

● 인사말 
 / 국회의원 인재근  … 4   
   
● 발제문 
 1. 최근 미군범죄의 사례와 통계 / 박정경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6
 2.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4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3.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 한미 SOFA의 개정방향-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 하주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31
  -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46 
  - 환경 관련 SOFA 규정의 개정방향 / 배영근(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54
  - 한미 SOFA 노무조항의 위헌성 / 박치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69
   
● 토론문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주요 문제점 / 김행선(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79
 2. 여전히 불편한 SOFA / 강상원(평택평화센터) … 88
 3.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한미 SOFA의 개정방향 / 윤기돈(녹색연합) … 91

●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1. 경과보고  … 104
 2. 조직체계  … 105
 3. 사업계획  … 107
 4. 발족 선언문  … 108

- 4 -

인사말 

올해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주둔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
다.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미동맹과 함께 늘 쟁점이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SOFA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미군의 국내 주둔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후 우리가 급속도의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주한미군이 안보적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종식과 미군의 지위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의 인식변화 등, 여
러 시대적․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91
년과 2001년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가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분노했
습니다. ‘묻지마 폭행’, ‘성추행’, ‘오염물질 무단방출’ 등 미군범죄는 꾸준히 뉴스를 장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등에 대해 정면
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200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 SOFA가 시대의 요구를 전부 담
기에는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초법적 횡포가 어느 순간 어떻게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미동맹, 즉 한미 양국 간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한미 SOFA의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갖는 
의미와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미 SOFA의 개정이야말로 한미동맹의 핵심이슈입니다. 미국과 국민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선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진정 양국의 국익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면,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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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미국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60년 한미동맹이 SOFA 개정에 대한 양
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정부는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적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한미 SOFA의 올바
른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반도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궁극적 해법
을 찾기 위한 단초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3. 

국회의원 인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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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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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의 발전 추세  

한미관계의 주요한 바로미터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한 법적지
위 중에서도 주권성과 직접 관련된 형사관할권 행사 문제이다. 이러한 형사관할권, 민사관
할권, 시설, 구역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주권국가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국제법적 지위
를 법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1)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협정의 형사관할권 내용이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
(Sending State)의 주권과 군대가 주둔하는 접수국(receiving State)의 주권사이에 평등
성을 얼마나 상호간에 유지하는가가 항상 문제가 되었다. SOFA내용 중에 특히 주권과 관
련 된 부분이 형사재판권 행사권을 둘러싸고 예민하게 대립되어 있다. SOFA 형사재판권
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즉 파견국 관할권설, 접수국 관할권설 그리고 그 
절충설이 있다.2) 파견국 관할권설에 의하면, 당연히 파견국은 속인주의, 군대사기진작과 
군대구성원의 인권보장에 입각하여 자국 소속의 파견군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려고 주장
한다. 이 학설은 제2차 대전 이전까지 제국주의, 식민지주의라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
고 과거 영사재판권에 유래한 것으로서 가장 후진국형인 미국-에치오피아 협정(1950)이 
있다.  

 
접수국관할권설은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접수국의 사법주권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 설

은 제2차 대전 후 탈식민주의시대에 접어들어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의 시대적 정신을 배경
으로 하고 있고, 이 학설에 100% 부합되는 협정은 물론 없다.   

마지막으로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접수국이 갖되, 예외적으로 파견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공무상의 범죄, 병영내부에서의 행위, 군인상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파견국이, 위의 경우
를 제외한 기타 범죄에는 접수국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NATO 협정(1951), 독일보충협
정(1993), 미일협정(1960)이 그 좋은 예이다. 제1차 대전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파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제1차 대전 이후에는 파견국 관할권이 점차 제한되었다. 그
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접수국에 재판권이 있다는 것이 주장되었고, 공무
상의 행위 또는 병영 내에서의 행위만이 파견국에 관할권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현재 국
제사회는 평화주의, 국제주의, 탈식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지향하고 있기에, 당연히  
SOFA는 접수국 관할권설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3) 외국군대를 포함한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근거도 과거 치외법권설(extraterritory theory)에서 기능성
(functional necessity theory)과 대표설(representive character theory)로 바뀌었다.4)  

1) SOFA의 자세한 정의와 명칭에 대해서는, 이장희 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도서출판 아사연, 2000년 7
월, p.80의 주석 2) 참조. 

2)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Oxford, 1979, pp.370-372  참조.
3) 이장희,“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 방향”, 2000년 5월, 국회보, pp.89-90 참조.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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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대 국제법은 식민지적 찌꺼기를 점차적으로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 추세이다. SOFA도 형사관할권에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II. 한-미 SOFA의 형사재판권을 통해본 한미관계의 과거  

눈을 다시 한반도에 미군의 법적 지위의 변화로 돌려보자. 이 땅에 미군이 처음 발을 
들어다 놓은 것은 1945년 9월 9일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연합군극동사
령부 일반명령 제1호(General Decree No.1)에 근거, 38도선 이남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
키기 위해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입한 것이 1945년 9월 8일이다. 이 3년 미군정기간
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정부라는 독립된 주권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점령군
대로서 일방적 지위를 누리고 SOFA를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미군은 한국에서 3
년간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하자, 한반도에 2개의 주
권기관인 즉 파견국과 접수국이 존립하게 되자 1948년 8월 24일에 최초로 잠정협정으로
서 SOFA5)가 체결되었다. 그 후 1949년 9월 9일 미군이 철수하자 이 잠정협정은 소멸되
었다.6) 그리고 미군은 1950년 6. 25 사변이 발발하자 16개 UN군의 일부로 이 땅에 다시 
주둔하게 되었다. 전쟁 기간 중인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미군의 법적 지위를 교환각
서의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 소위 大田협정이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맺어졌고 주로 
형사문제에만 국한된 협정이며, 미군의 전속적 형사관할권을 인정하는 가장 후진국형으로
서 파견국 관할권설에 입각한 협정이었다. 이 불평등한 大田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정
전협정으로 사실상 무력충돌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6년까지 존속하였다. 그사이 
16년 동안 이 불평등한 大田협정 때문에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961년 5.16후 미군에 의한 각종 총격사건 및 린치사건 등으
로 자극된 국민적 여론을 뒷받침으로 정부는 미국측에 SOFA의 체결을 정식으로 제의하
였다. 미국측은 일단 1961년 4월 17일 제1차 한미간회의 개최이후 중단되었던 교섭을 재
개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한미양국은 1962년 9월 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심무자회담
을 동년 9월 중에 개최할 것과 협정의 체결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7) 이러한 합의에 
입각하여 드디어 1962년 9월 20일 제1차 한미간 실무자회의가 재개된 이후 드디어 최종
적으로 1966년 타결되었다.8) 1966년 SOFA 본 협정은 외관상으로는 나토협정, 미일 협정
처럼 선진국 형을 갖추었으나, 그 부속분서인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교환각서
(Exchanges of Notes), 양해사항(Memorandom of Understanding)은 본 협정의 내용

5) 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대통령과 합중국군대사령관사이에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서명되었으나, 1949년 9월 9일 미군이 철수하자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황성수, 한미행정협정 
연구-체결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최신의학사,1969,pp.4-5 참조.

6) 이장희, “한미주둔지위협정에 관한 협정상 형사관할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제법학회 논총,제40권 2
호,1995년 12월호,pp.119-1123 참조.

7) 황성수, 전게서, pp.5-6참조.
8) 1966년 SOFA 협정 체결 경위에 대해, 황성수,전게서,pp.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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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면으로 제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의 내용을 완전히 백지
화하는 불평등성으로 일관되었다. 그래서 1966년 SOFA 협정 역시 많은 비판과 문제점 
때문에 1991년에 1차 개정되었다. 그런데 1991년 1차 개정협정도 가장문제가 되는 합의
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종전의 문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9) 오히려 1991년 개
정에서 “주둔군 경비 미군 분담원칙”이라는 본 협정 제5조 제1항10)에 배치되는 ‘방위비분
담특별협정”11)이라는 부속문서를 신설해 매년 3억 달러가 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대한
민국이 91년 이후부터 공식으로 분담하고 있다. 이결과 직, 간접을 포함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은 199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일본의 4.2 배, 독일의 6.8배에 달
하는 액수이다.12) 또 미국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NPSC) 중 한국이 50%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65%를 부담하고 있다는 반박이 있다.13)  

III. 국제법적 관점에서 SOFA를 통해본 한미관계의 7가지 변천 단계 분석   

위에서 SOFA 개정의 변화에서 보듯이 한미관계는 크게 7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 해
볼 수 있다. 

제1단계(1945.8.15-1948.8.15)는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주둔군(점령군)
으로서 주둔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 SOFA 체결문제가 없었다. 

제2단계(1948.8.15-1949.9.19)는 한국독립 후 미군이 9월 19일 완전철수 할 때까지 미
군이 잠정적으로 주둔한 경우이다. 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대통령과 합중국
군대사령관사이에 서명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
다가 미군철수 후 효력이 소멸되었다. 

제3단계(1950년 대전 협정- 1966년 협정)에서 한미관계는 6.25 사변 후 냉전질서가 극
치를 이루는 시기였다. UN 16개 군의 일부로서 한국에 다시 주둔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 
협정이 필요했다. 이것이 1950년 전시에 피난 수도인 대전에서 체결된 대전협정이다. 여
기서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특혜관계 및 시혜관계였다. 특히 1950년 7월15일 [한국군 작전
지휘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전쟁 중에 리승만 박사는 작전지휘권을 사실상 미군측에 

9) 이장희 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도서출판 아사연,pp.104-118 참조.
10) SOFA 제5조 1항 : “합중국은 ...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11) 이장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연구원 제5권 2호(1998),pp.5-8 참조. 
12) 이장희,“주한미군 방위비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서울 국제법연구 제5권 2호(1998),pp.16-17 참

조.(이하 이장희,“방위비분담금”)
13) 2013년 6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 간접 지원비 중 사실상 미군주둔비 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 간접 지원비를 거의 인정하
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비율은 65.1% 34.9%”라고 밝혔다. 통일뉴스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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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 주었다.14) 이때부터 한국의 군사주권은 1994년 12월1일 부터 평시작전지휘권을 반
환받을 때까지 군사주권이 상당히 제한 당했다. 다시 말해 미국 우리는 한국 너희를 방위
하기 위해서 왔다. 한국 너희들은  어떠한 불평등도 감수하라는 것이었다. 

제4단계(1966-1991)에서는 5.16 군사정권집권 후 박정희는 한일기본협정 체결과 월남
파병이라는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2가지요구에 응하는 대신에  한국은 최초로 타국(일
본,독일)처럼 주권국 간에 맺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을 시혜적으로 허락받
는다.

이 1966년 협정은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1966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계기로 한미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평등관계의 모양을 갖추었다. 즉 
1966년 SOFA 협정의 외관상 형식은 NATO SOFA 협정 및 미-일 SOFA 협정 등 선진국 
형을 따랐으나, 그 알맹이는 옛날 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본질적 독소조항은 그
대로 존속하였다. 특히 1966년 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독소조항인 자동포기조항으로 인해, 
한국은 형사주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혹자는 껍데기 협정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1991년 SOFA의 제2차 개정에서 형사관할권의 자동포기 조항이 삭제된 것이 제1차 
SOFA 협정개정의 큰 성과이다.  

제5단계(1991년 이후 -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는 독일통일, 동구개혁, 국제사회가 
탈냉전화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과거 주한미
군은 북한을 군사모험주의자로 상정하여 군사적, 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90년대 이
후  주한미군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 미국의 동
북아에의 이해가 과거의 정치, 군사적 관심에서 경제, 문화적 이해로 바뀌어졌다. 이제 한
미관계는 과거처럼 일방적 시혜관계가 아니다. 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서이다. 한국은 94년 12월 1일에는 평시작전지휘권을 반환받았다. 그래서 이제 한미관계
도 동반자 관계로 가야하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1995년 9월 일본 오끼나와 초등생에 대한 미군의 성윤간 사건을 계기로 한-미 주둔군지
위협정을 1996년 1월 말 까지 미일협정수준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6단계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를 포함하여 2000년 12월 28일 타결된 제2차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이후 2007년 말(참여정부)까지 한미관계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후 다방면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 그리고 북미 적대관계의 개선은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
할은 이제 완전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립군대로서 지역의 세력균형자로서의 자리매김
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단계에서 제2차 SOFA 개정(2001)15)은 형사

14) 특히 작전지휘이양권의 그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미군사관계의 재조명』 아사
연 학술시민포럼 시리즈 98-2,1998.3.,pp.7-11 참조.

15) 한-미 제2차 개정 SOFA의 결정적 계기는 1995년 일본 오끼나와 주둔 미군 병사의 일본 여성 성윤간사건이었
다.  이로 인해 일본여론도 미일 SOFA 개정요구가 높았다. 이결과 일본은  SOFA  본 협정은 아니지만, 운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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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서 신병인도시기를 과거 최종판결시점에서 기소이후로  앞당긴 점과 새롭게 환경
조항을 신설한 것은 성과물이다. 그러나 여타 근본적인 독소조항 문제는 그대로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다.   

제7단계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이다. 특히 2008년 3월 출범한 이명
박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통한 지나친 “한미동맹”의 강조 결과, 남북관계는 모두 단절
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초긴장관계 발발, 그리고 지나친 미국의존외교로 기울어져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매우 좁았다. MB 정부 내내 남북교류협력은 모두 중단되고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관계로 신냉전 구조로 회귀하였다. 특히 MB 정부는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조차도 2015년 4월로 연기를 요청하는 등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위축시켰
다. 이결과 불평등한 SOFA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제안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었
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미 2000년 초 부터 반환이 시작된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천문학적 국가예산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는 나라의 장래에 관한 중대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의 불평등한 환경조항 개정 협상은 아직도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도 중요하지만, 반환된 오염 미군기지의 정화비용과 오염기지
에 자라난 어린 여성들의 결혼 후 후유증문제도 필리핀 사례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
다.  

IV.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SOFA(2001)의 “구조적” 불평등성 진단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1966년 체결된 한미 SOFA는 4가지 문서로 구성된다. SOFA 본협정(Agreement), 합의
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가 
그것이다. 

1991년 제1차 개정에서는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양해사항 하나로 합하여, 현재 SOFA는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총 3가
지 문서로 되어 있다. 

한미 SOFA의 본협정은 타국과 유사하나, 부속협정(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은 본협정의 
내용을 매우 제한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개정 SOFA도 부속협

의사항으로 살인, 강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이전에도 미군피의자 신병인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러한 영향을 받아 한-미 SOFA개정 제1차 협상이 1995년 11월 시작되었다. 1996년 9월 10일을 7차 협상을 일
방적으로 파기선언한 후 4년만인 지난 2000년 8월 2일에 시민의 힘에 밀려 제 8차 협상을 시작하여 지난 10월 
9차 협상, 11월29-12월 6일까지 제10차 협상, 12월 28일 11차 협상에서 제2차 SOFA 개정은 최종타결,2001년 
4월 1일 발효됐다. 개정 SOFA 협상 경과에 대해서, 이장희, “미국의 SOFA 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SOFA 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긴급공청회(2000년 7월 20일) 자료집,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
행동/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공동주최,pp.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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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합의의사록의 독소조항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오
히려 영미법적인 독소조항을 더 첨가하였다. 미일 SOFA, 나토 SOFA 그리고 필리핀 
SOFA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부속문서에 담지 않고 있다.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한미 SOFA는 2001년 개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양대 목적의 하나인 ‘실체적 진실발견’ 보
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분하에 지나치게 영미법적 형사소송절차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여중생 압사사건에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초동수사를 제대
로 못하게 하는 주요한 장애가 되었다. 이것은 같은 대륙법국가인 일본 SOFA와 독일 
SOFA에는 없다. 이것은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2001년 SOFA 개정 시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종전의 확정 판결에서 기소 이후로 앞
당겨주는 대신에 한국측은 지나치게 미군 피의자 인권보호규정을 너무 양보하였다. 특히 
SOFA 제22조 합의의사록은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한미 SOFA 제28조는 본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
한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 합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그 구성이 양 정부 대표 1명과 그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며,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의 미주국장이 대표한다. SOFA 규정을 보면, SOFA 운영상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합동위원회가 협의과정
의 비공개성과 참가범위의 배타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미간의 주요한 사항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
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참가자가 정부 해당부처 실무자에만 한정되어,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합동위 산하 개별 분과위에는 반드시 시민단체나 이해 당
사자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한미 SOFA는 1966년 제정되어 1991년, 2001년 두 번이나 개정 되었다. 그러나 한미 
SOFA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닌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의 독소조항은 1966년 제정 이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1960년대 냉전시대 한미관계의 시각을 반영한 한미 SOFA는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그
리고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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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음을 미국 국무성 Joseph Nye 차관보도 1995년 동아시아전
략보고서에서 인정한 바 있다. 

더구나 한국의 민주적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법제도의 발전을 인정하고, 21세기에 걸맞
는 한미간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한미 SOFA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냉전시대에 제정되어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미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SOFA의 불평등성의 시정은 그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상주병권을 인정한 점, 미군주둔의 목
적규정이 결여된 점, 철수에 관한 협의규정이 결여된 점, 주한미군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점, 공동 방위지역이 제한된 점,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규정한 점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포된 조약으로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편중된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상의 평등성과 상호성의 결여는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된 한미군사관계와 
지역적 안보체제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16)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SOFA 본협정 제5조 1항의 [주한미군주둔경비의 미군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1991년
에 부속문서로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무상 토지와 시설외에도 1991년 1억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1년 
4억4천400만 달러, 2002년은 10.4% 증가된 4억9천만 달러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
다. 이것은 국방비 증가율보다 높아 분담금 증액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독일보충 협정 교환각서(1959)에는 미군 주둔 지역의 기지촌 여성보호와 혼혈아보호를 
위한 부양(Maintenance Claim)규정이 있다.  

V.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미 SOFA(2001)의 “내용적” 불평등성 진단 

주한미군의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과연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번이라
도 미군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16) 강병규, “한미군사조약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6권 1호, 1961), 114－123쪽. 이장희, “한미군사관계의 국제
법적 조명：SOFA의 시설과 기지조항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2호, 1996),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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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생 성윤간사건이 터지자 오끼나와 주지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 공
식으로 항의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SOFA 신병인도 시점까지 
더욱 앞당기는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군범죄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
당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 두 여중생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에서는 명백히 미국의 과실
로 어린 딸 2명의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을 우리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개정 SOFA는 공무중 범죄로 미국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대
한 범죄라고 판단하면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우리 정부는 그러한 선례가 없다17)고 강변하면서 재판권 포기를 미국에 한 번도 요
구한 적이 없다. SOFA 규정상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SOFA 자체가 불평등하게 미국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미군범죄로부
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01년 개정 SOFA에서 형사관할권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 개선과 환경조
항 신설이라는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정 SOFA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각 영역에서 
‘일단’ 부분적 개선은 됐으나, 시민단체가 그 동안 주장했던 근본적인 개정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째, 개정 SOFA는 형사관할권 분야에서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를 종전의 최종판결 후

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겨주고 살인과 강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계속구금권을 인정했
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나, 변호사도 아
닌 단순한 미군 관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규정, 그리고 기소 후 한
국 수사당국의 심문 금지, 형사관할권의 핵심판단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한국 법
원이 아닌 미군 장성급으로 한정하는 등과 같은 독소규정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미군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두터운 보호막을 쳤다. 그런데 이런 개정 SOFA의 문제점이 이
번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개정 SOFA가 한국의 형사사법주권을 과거 
SOFA 보다 더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된 것이다.  

 

17) 1957년 1월 30일, 일본 군마현에 있는 미군 연습장 내 출입금지 장소에서 생활고로 탄피를 줍던 주부 사카이 
나카(46)씨가 미국 제1기병사단 8연대의 윌리엄 S.지라드 하사관이 쏜 총탄에 숨졌다. 1957년의 이 ‘지라드 사
건’은 여중생 압사사건과 완전 유사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사건 직후 미군 당국은 공무수
행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1차적 재판권을 주장하였다. 당시 미일 SOFA에 따라 공무중범죄라하더라도 미
측이 재판권을 갖되, 다른 나라가 1차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요청할 경우에
는 그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 내에서는 (평시에)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의 범주에 들
어가는 미일 SOFA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재판권 포기 주장에 따라 재판권을 일본에 
이양하였고, 지라드는 1957년 11월 19일, 일본 법정에서 징년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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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설 및 구역 분야에서도 근본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시설 및  구역의 
효력 기간 및 임대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또 위험한 무기반입이나 주요한 군
사작전 및 훈련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보조항이 전혀 없다. 

이러한 미약한 개정으로는 매향리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일 SOFA 협정, 독일 SOFA 그리고 미필리핀 SOFA는 위험한 무기 반입시나 군사작전
시 반드시 접수국과 사전협의, 통고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민사 청구에서 종전의 복잡한 청구 절차를 송달 절차 마련, 법정 출석, 증거모집 
협조, 강제집행 실현절차 마련 등 권리 구제를 간편하고 구체화 한 점은 일부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전 절차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무 행위시 피해자의 치
료비 부담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노무 조항에서 종전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임의 해고'에서 '군사상 필요'의 내용
을 구체화한 점은 일부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가 배제된 합동위원회
에 전권을 부여한 점과,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
이 무의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미군기지 내 시설건축 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미군기지의 반환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개선된 점이다. 그러나 현
행 시설 및 구역의 공여, 관리, 반환이 형식적으로는 양국이 합의해서 정한다고 하면서 사
실상 미국측에 의해 정해지거나 비공개의 합동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도록 되어있
다.  

여섯째, 통관, 관세, 과세, 비세출기관 등에서는 어떤 명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앞
으로 개정해야 할 주요과제와 기간(2001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
였는데, 그것도 협정개정이 아닌 '회의록' 수준에서 합의를 한 데 불과하다.    

일곱째, 환경조항의 신설은 최초라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그 내용상 법적 실
효성에는 문제가 많다. 1) 한국 환경법이 미군시설 구역에 적용된다는 명문화가 없다. 
1993년 개정 독일보충협정은 미군기지 내에서도 독일환경법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2) 
오염 발생시 미군 당국에 긴급조치를 강제하는 의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오염 확산과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긴급 방제조치와 오염원 조사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 3) 환
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부담 및 환경오염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4) 정기
적인 한국의 환경조사권이 명문화 돼야 한다. 바로 이러한 SOFA 규정상 문제 때문에 개
정 이후에도 환경오염과 기름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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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은 폐지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무상사용에 그치지 않고 주둔비용을 방위비 명목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18)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조차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1990년 6월에 약속
한 것이다. 

한미 SOFA 제5조 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는 ‘주둔군 경비 합중국 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미군당국에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87년 당시 19억 6백
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19)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
다. 1991년 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
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이하 제1차 방위비 특별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SOFA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경비의 일
부를 부담할 수 있고(제1조)”, “대한민국은 매 회계연도 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하도록(제2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미 SOFA’ 제5조 제1항에 모순되며, ‘한미 SOFA’의 改惡이다.20)

이 改惡된 특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지원 비용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조차 방위비 분담금으
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21) 일본의 경우, 미국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미 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홉째, 불평등성을 지닌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
다. 1954년 냉전시대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은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 그리고 남북관
계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개정 SOFA는 본협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1부씩 작성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하였다. 일본 SOFA, 독일 SOFA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18)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대소 강경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988년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요구를 가시화 시켰다. 김국진,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
정책”, 한국군사 창간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5. 7), 58쪽 참조.

19)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지원, 운영유지비지원 등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위의 액수에 달하는 지원을 하
고 있다. 법과 사회연구회 (1988), 105면 참조.

20) 이장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 연구 제5권 2호(1998), 5～10쪽 
참조(이하 이장희, 방위비 분담, 1998).

21) 강명길, “미군시설 및 기지 사용 문제와 개선 방향,”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발표
문(외교안보연구원, 1995. 6.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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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미 SOFA의 개정 방향 

한-미 SOFA는 2001년 제2차로 개정된 지 12년이 흘렸다. 이제 변화된 국제정세, 한미
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동성에 맞추어 개정이 불가피하다.

  
2002년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미군 당국은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SOFA 개정보

다는 “미군 범죄 발생 시 통보 의무 조항”과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 참여‘ 및 ’훈련 
규정 개선‘을 한미합동위에서 합의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 SOFA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한미 양국은 개정 아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러나 이것은 따가운 여론회피용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래서 2001년 2차 개정 한미 SOFA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괄목할 만큼 변화

된 정세와 평등한 양국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떤 부분은 개
정이 아니라 개악된 부분도 있다. 우리 정부는 시민단체의 재협상요구를 겸허하게 수렴해, 
미국 측에 SOFA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은 한미간에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재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
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하고, 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5)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특혜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SOFA의 불평등의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
담특별협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부문별 개정협상 의제는 크게 7가지로서 형사, 민사, 노무, 시설과 구역, 환경, 통관‧관
세‧조세 등, 영어본 우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SOFA의 개정협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개정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형 사]

∙형사관할권 적용 인적대상 범위의 축소(제22조 제1항 (가), 제22조 제3항 (가)) 
- 가족 개념에 일본처럼 ‘기타 친척’을 삭제할 것.
- 현행 협정에서 적용 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을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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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형사관할권 인적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포함은 부당하며 배제할 것(제15조 제8항) : 

타국 사례 없음.

∙형사관할권 제약 요소 전면 삭제(제22조 제3항 (다))
- 합의의사록에서 우리 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

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일본 SOFA는 없음)

∙공무중이라도 대한민국(접수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
죄와 공무 목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이후로 하되,  전제조건 삭제(제22조)
(4가지 조건 :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

니는 12개 유형의 범죄일 것; 기소 시나 기소 후 구금인도를 요구한 범죄; 그 같은 구금의 상당
한 이유와 필요가 있을 것 )

- 한국에서 체포해 구속 수사중인 미군범죄 중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은 계속 구
금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4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음. 이것을 삭제 할 것.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 미국 대표의 입회 없이 미군 피의자의 예비 수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불가능 조항 

삭제. 
-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 증거 채택 불가능 조항 삭

제.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기소 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조항 삭제 
- 무죄 판결시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포괄적 주체를 특정 미군 장성으로 한정할 것
- 공무의 최종 판단을 한국 법원도 관여할 수 있게 할 것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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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 사]

∙비공무중 피해자 치료비 부담문제 조항 신설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3. [시설과 구역]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임대계약은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10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상
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10년 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내법상 ‘기지공
용수용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일본 
국내법 참조).

∙시설 구역 내 위험한 무기반입 및 주요 군사작전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일본 SOFA, 독일 SOFA, 필리핀 SOFA) 

4. [환 경]

∙선언적 규정이 짙은 환경 관련 규정의 법규범성 제고(존중이 아닌 이행 규정으로 전
환 할 것)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환경오염 피해에 대
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① 협의 및 
사전통보 의무 ②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 의무 ③ 환경오염 피
해 조사 요청 허가 의무 ④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⑤ 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 의
무 ⑥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보장 ⑦ 손해배상 청구에의 협조 의무 등과 같은 미군 당
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한국환경법규의 미군기지내 적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 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
환경법규가 적용되도록 함.

- 환경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 : 환경 관련 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

6. [노 무]

∙간접고용제로 전환 (제17조 제1항, 제2항) :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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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7. [통관, 관세, 과세 등]

∙관세 특권의 제한 및 세관 검사 강화 
∙보건 및 위생 검역의 강화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 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 내 미군 구

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한국 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

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불법처분’의 통제를 강화하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비자

격자’의 이용을 제한함.
- 특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함.
- 비세출자금기관의 과세 특혜를 남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슬롯머신 등)에 대해서는 한

국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8. [미군 주둔 지역 여성 인권 보호 규정 신설]

-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기지주변 여성들의 인권보호가 방치되어 있음. 특히 현재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이자 매춘여성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혀 없음. 

-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케 하는 조항
을 신설해야 함.

- 독일 보충협정의 교환각서에는 부양 요구 조항이 있음.(Exchanges of Notes, 
maintenance claaim, August 3, 1959, vebalnote No.45: Annex 1)

9. [영어본 우선]

본 협정 제31조는 한국어와 영어로 두개의 정본을 작성하는데,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
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 정본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라고 개정
할 것. 이것은 일본, 독일 등 어느 나라 협정에도 유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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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정부에 건의 사항
 
결론적으로 한미관계는 과거는 일방적 시혜관계이고, 현재는 형식적 평등관계이고, 미래

에는 실질적 평등관계로 발전되어가야 할 것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나타난 
한미관계는 현 한미관계의 주요한 바로미터이다. 21세기 국제사회의 발전추세에 걸맞게 
한-미 SOFA에서도 한미 양국이 상호성, 평등성, 주권성을 갖추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 2002년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에 적극성과 근본적, 구조적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벌써 11년이 흘렀다. 정부는 그 동안 2002년 여중생 사건에 대해 촛불시
위를 두고 법 문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
으로 반응했다.  

법은 상식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여중생 사건 미군법정의 무죄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재판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발 방지책으로서 SOFA의 개정이 아닌, SOFA의 운영 개선 방안은 근
본적 해결책이 못된다.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SOFA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개
정하지 않고 법 규범성이 약한 정치적 신의에 기초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수준에서 
SOFA의 근본적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는 없다. 한 예로 정부는 2002년 여중생 압사사건
과 동시에  2002년 12월 20일 이후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SOFA 운영개선현안을 중점 협의하였다. 이어 ‘SOFA 특별대책반’이 2005년부터 ‘SOFA 
특별합동위’로 개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 결과로 한미 합동위 형사관할권 분과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한미합동위 합의사항(2002.12.27)으로 채택
하여 형사사건 초동수사에 대처하여 왔다.22) 미군은 법적 구속력 없는 합동위 합의사항이 
예상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미군은 법 규범성이 있는 SOFA(국제조약) 조차도 준수하
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 SOFA는 앞서 일부 비교한 것처럼 일본, 독일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불평등

한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가 타국과 대동소이하다는 언명은 향후 삼가 주길 바
란다.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후 패전한 전범국가로서 주둔 미군의 성격이 점령군이다.  
한반도의 미군주둔과의 평면적 비교는 문제를 호도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SOFA 제28조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 소집을 즉시 요청
하여 한국민의 법 감정을 미국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SOFA 개정 협상을 공식으로 요구

22) 이장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2007
년,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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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혹자는 2001년에 개정했는데,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은 개정 거부 이유가 못된다. 

2002년 여중생 사건이후 2001년 SOFA 개정 시 우려했던 영미법의 독소조항의 문제점이 
모두 실증되었다. 

넷째, 정부는 SOFA 개정을 포함한 미군 문제에 대한 폭넓은 국론수렴을 위해 시민단
체, 국회,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21세기 바람직한 한미 관계발전을 위한  범국민기구]
를 발족시키기 바란다. 이 기구는 21세기 한미관계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양국관계
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잘못된 조약과 법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잘못된 제도의 정
비, 나아가 바람직 한미관계 설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능을 지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거 효선이 미선이 추모 광화문 촛불 시위를 비롯하여 SOFA개정 요구는 이념
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국익 보호 
차원의, 평화로운 자연스러운 모임이다. 정부는 평화로운 순수한 집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충정어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민주주의 발전과 한미관계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 대승적
으로 수렴해주길 바란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적 여론지도층이 평화적 시위를 음해하는 것
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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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3-1.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 한미 SOFA의 개정방향-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들어가며 

2012. 7. 5. 20:00경 평택 미군기지 근처 신장동 로데오거리에서 미 헌병대 7명이 주변 
거리 순찰 중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모(35)씨와 양씨의 동생, 행인 등 민간인 3
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로 연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3일만에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사과를 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협의회도 가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거의 1
년이 다 되어 가는 아직도 어떤 처분도 없고, 피의자들은 모두 출국했다.

도대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미군범죄
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SOFA의 연혁 자체가 한국전쟁당시 주한미군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한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소위 대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 발효된 것으로 미군범죄 자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니 불가피하다고 
넘겨야만 할 것인가.

2001년 SOFA 합의의사록의 개정으로 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
은 조문들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SOFA가 불평등한가에 대해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다. 그
러나 한미 SOFA는 본 협정은 타국 SOFA와 유사하나,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은 본 협정을 제한시키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23).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 등 
부속문서를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보편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조항들이 다수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사법체계와 한국인의 인권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 현행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22조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가. 재판관할권의 문제

23) 황철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과 개정방향」,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국제관계전공 석사학위 논
문, 2005. 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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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합의의사록 

제 22 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

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

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

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

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양해사항

제 22 조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

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대한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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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

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

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

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2.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

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

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

를 가진다.

  ㈐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

함한다.

⑴ 당해국에 대한 반역,

⑵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

에 관한 법령의 위반.

합의의사록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 법령상의 이러한 범

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우선 SOFA 제1항 (가)목에서는 미군 당국이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
여 속인주의를 (나)목은 속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재판권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1) 전속적 재판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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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사항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

한다.

SOFA 제22조 제1, 2항 및 이에 대한 합의의사록, 양해각서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할권
이 경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미군당
국에 양보하거나 미군의 재판관할권에 의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이 제한되고 있다.

먼저 협정문 제22조 제1항 (가)목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평화시’에는 미군을 제외
한 군속과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합의의사록 후단과 양해사항에 의하면 ‘추후의 (미국의) 입법, 헌법개정’, 심지어 ‘합중
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에 의해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되면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
고, 통고가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의 
평시 미군군속과 그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재판권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2항 (나)목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의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
정하면서도 합의의사록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권
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양해사항에 전속적 재판권 포기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양
해하고 있지만). 

  (2) 경합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으므로 아래의 다. 항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다.

  (3) 소결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와 관련한 합의의사록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
히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게 하는 근거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 제재
나 징계를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속적 재판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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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한미 SOFA 제22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

판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조는 ‘가족’에 대하여 배우자 및 ‘21세 미
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청계약자24)’라는 
제하의 제15조 제8항은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
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초청계약자’ 역
시 형사재판권 문제에서 SOFA가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한-미 SOFA에만 독특한 것으로, 형사재판권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SOFA 적용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한 규정이다. 미-일 SOFA에는 ‘가족’의 개념에 
‘기타친척’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초청계약자를 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SOFA의 
인적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의 SOFA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며, 
단지 미군과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합리성을 결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다.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와 ‘공무’에 대한 판단

한미 SOFA는 미군이 공무 중 행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미군이, 기타의 범죄와 관련하여
서는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에
는 상호 재판권포기를 요청하고, 다른 상대방은 이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① 공무 중 행한 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과, ② 1차적 재판권을 미군이 가지는 ‘공무’에 대한 판단을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를 결정적인 자료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사법체계에 맞는가, 또한 ③ 합의
의사록에서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

24) 1. ㈎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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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의 요청에 의해 재판권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차적 재판권
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타방 국가가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런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
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1) 공무 중 행한 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조항이 각국 SOFA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선이, 효순이’ 사
건에서 보듯이 위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당국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및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최초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측은 ‘공무 중 사고에 관하여 재판권을 포
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25), 미 군사법정에서 이들은 모두 무
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무 중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재판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한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든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
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
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에 위반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
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25) 그러나 일본에서 미군은 공무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57. 1. 30. 일본 군
마현 소재 주일미군 사격연숩장에서 William Grand 미 육군 3등 특기병이 사격장에서 기관총과 기타 장비의 
감시경비 근무 중 휴식시간에 사격장 내에서 탄피를 주우려는 일본 여인 사키이를 사살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하여 미군은 당해 범죄가 주류지역 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중의 범죄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내의 여론 때문에 
미일 SOFA 제17조 제3항 (c)에 의거, 일차적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였고,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 - 2001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 6., p.42 각주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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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 제3항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 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

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 집행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 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

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

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
(병합) 전원재판부).

결국 공무 중에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망 혹은 중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비록 협정이 아니고 운영개선사항일 뿐이지만 재판권 포기에 대하여 합의한 
예도 있다. 2011. 1. 오끼나와에서 19살 소년이 미군속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의 항의가 이어지자 미국과 일본은 일미 SOFA 운용개선
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i) 군속의 공무중 범죄는 지위협정상 미국에게 1차적 재판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ii) 미측이 군속을 형사소추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일본측 재판권
행사에 동의하도록 미국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iii) 미국정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
명에 위협을 받는 상해나 영속적인 장해가 남을 경우 일본측 요청에 호의적 배려를 한다 
iv) 미국 정부는 그 이외의 범죄로는 일본 재판권행사 요청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
다26). 

  (2) ‘공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으로 위와 같이 재판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무’의 판단을 누
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SOFA 규정은 아래와 같다.

26) 이토카즈 케이코 의원(일본참의원, 오끼나와 출신), 「오끼나와 미군 범죄 문제점과 일미 SOFA의 개정방향」, 
『미군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그리고 한미SOFA의 개정방향』국회 정책토론회, 2011. 11. 15. 그 이전에 일본 
국회에서는 이러한 운용개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2009. 
9. 일본의 야당들이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그 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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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양해사항

제22조 제3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

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

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

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

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

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

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

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1차적 재판권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증명서는 미군장성이 발행하
고, 이에 대해 일선 검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에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최초 발행한 증명서는 결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27). 또한 상호합의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 이와 무관하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미군사법원에서의 재판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설령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
칙에 의해 한국법원에서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7) 이장희, 한-미 SOFA와 타국 SOFA와의 비교 - 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
13집, 2002. 12.,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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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미일 SOFA 합의의사록은 ‘공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일본 법원이 ‘공무’ 판단
에 관여할 길을 터놓고 있다28). 독일보충협정 역시 파견국의 최고관계당국이 파견국법에 
기초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
다. 

결국 재판권행사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관여가 전혀 불
가능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조항이며, 적어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
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할 것이다.

참고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8군 영안실 근무
자인 맥팔렌드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공무증명서와 관련하여 “비록 위 규정에서는 공무
증명서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것을 재판권 결정을 위한 증거가치에 있어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로 규정
하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29)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
3598 판결 참조).

  (3) 합의의사록 상의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 삭제해야

28) 미일SOFA합의의사록, “공무증명서의 발급주체는 지휘관 및 그 지휘관을 대리한 자이며, 반증이 없어야 하며,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된다”

29)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 후문에서는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
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양
해사항 제1항에서는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고 규정하여 추가적으로 공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공무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공무증명서에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공무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당해 행위는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은 공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규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관한 양해사항 제3항 (가)에서는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
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대한민국 당국에 공무증명서에 대한 토의·질문 또는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 공무증명서의 가
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무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당해 범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인정되어 미군 
당국에서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반증이 있는 경우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합중국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도
록 하고 있고{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 공무증명서에 대한 토의·질문 또는 거
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무증명서 접수일로부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주한미군 법무참모 등과 토의할 
수 있고, 20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
으며, 합당한 기간 내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경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합의양해사항 제3조 (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합의양해사항 제3조 (나)의 규정 중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
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
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가 문제가 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공무증명
서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조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1차적 재판관할권이 
미군 당국에 있다고 보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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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2조 제5항 (나)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

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

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

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협정 제22조 제5항 (다) (개정협정 제1조)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

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협정 제22조와 관련한 합의의사록  

제5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

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한

다. <신설 2001.1.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

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

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

이미 언급한 것 처럼 한-미 SOFA 합의의사록에는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
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
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한민국 당국에만 
편면적으로 권리 포기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타국 
SOFA에 위와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보충협정의 경우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성명서’의 형식으로 관할권행사의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
다.

본 협정의 내용을 합의의사록으로 제한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용상으로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합의의사록에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한미 SOFA 제3항 (나)에 관하여, 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인도

  (1) 관련 SOFA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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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

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1.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

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

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1.18>

㈎ 살인,

㈏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 불법 마약거래,

㈒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 방화,

㈔ 흉기 강도,

㈕ 위의 범죄의 미수,

㈖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제9항 ㈔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제10항 ㈎ 및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

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

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 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아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

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

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

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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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

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

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 기관이 소

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

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2)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위 규정들은 한미 SOFA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미군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및 군속, 가족에 의한 모든 사건의 발생시 즉시 미군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건만 한
국 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 중 사건일 경우(또는 공무중이라고 미군 스스로 판
단하였을 경우)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②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 정부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으므로 미 정부 대표가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 조사를 시작한다.

 ③ 수사 과정에 구금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미군 피의자는 범행현장에서 체포
된 경우에만 구속수사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제한이 많다.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
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
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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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한민국 당국은 그 이전까지 미 합중국이 행하던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하면서 인
도받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의사록 제5항 (다) 3.의 12가지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구금의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⑤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은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합의의
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차)}.

 ⑥ 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후 확정되면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
족시키는’ 구금시설에서 형이 집행되고{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카)}, 형 집행
과정에도 미군은 그 구금을 미군당국에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중국의 적
당한 구금 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진다{협정 제22조 제7항 (나)}.

 ⑦ 재판에서 무죄 혹은 유죄이외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검찰은 법령의 착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하지 못하여 그것으로 재판은 종결된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
여, (카)}

위 과정들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미군에 의한 범죄발생시 초동수사 자체를 어렵게 하
는 구조를 갖고 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지
나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사건 발생의 통지 문제와 관련하여서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초동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해
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미 정부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어(이러한 특혜조항은 타국 SOFA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미군 피의자는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만 구속수사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제한
이 많다.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
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것
이다. 일본의 경우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범죄의 경
우에는 기소이전에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피의자의 신병인도가 기소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도 전제조건이 없어야 할 것이
다. 합의의사록 제5항 (다) 3.에 따르면 신병인도가 기소이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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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중범죄에 해당하고 구금의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미일 SOFA는 기
소이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가 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소의 권한이 검
찰에 독점되고, 심급제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에 대해서 더 다투지 못
하고,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할 수 없게 되는 위 규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
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의자가 미군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달
라짐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30). 

 라.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독일보충협정 교환각서(1959)에는 미군주둔 지역의 기지촌 여성보호와 혼혈아 보호를 
위한 부양 규정이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미군범죄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형사재판권상의 불평등 문제, SOFA 운영 개선만으로 가능한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미군 병사가 기소 전에 구
금인도 되었다. SOFA상 기소 전 구금인도를 할 수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해 기소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사례이다. 우리의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운영개선만으
로 SOFA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현재 규정은 다른 나라 소파와 큰 차이가 없으며, 형사 절차 운영개선만으로
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야말로 예측가능한 규범이어야
지 피의자나 피해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되며, 피의자 역시 어느 경우에 자신이 구금되거나 그렇
지 않은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론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구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로 운영개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

30) 일반적으로 위 규정은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double jeopardy)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나 이
중위험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1심부터 상소심까지는 하나의 위험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상, 형
사소송법, 박영사, 2011., p.695/ 박성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
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2011. 겨울, p.2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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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도 않는다. 작년 평택에서 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도 이미 운영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처분도 
없고,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
는 것이다.

결국 SOFA 규정상에 있지도 않은 운영개선으로 형사재판권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주
장은 결국 ‘규범’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입법기관도 아닌 한미합동위원회가 창설하거나, ‘규
범’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운영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4. 결론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80여개 국가와 SOFA를 체결하고 있다31). 그러나 각 국가
와 체결하는 SOFA는 협정체결의 근거 및 목적, 대상자, 협장에 따른 기구, 협정의 발효 
및 개정 등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법적 특수성을 고
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한미간의 SOFA를 그대로 일본이
나 독일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이 전범국가이고 미국의 주둔이 점령의 
목적에서 시작된 데 비해, 한국은 전범국가도 아닌 마당에 이들 국가보다 더 유리하면 모
를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32).

SOFA는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와 비교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을 다수 가지고 있
고,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그 국가에 고유한 것이고 주권행사
의 한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한미 SOFA상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한국 사법당국의 공정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1) 각주 1)의 논문, p.27
32) 각주 1)의 논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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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권
유
형

손해
배상

청구권

공무 여부 당사자 손해 유형 해결 방안 조항

공무
중

일방국 vs.
타방국

군용재산
 손해 포기 본협정

1항
기타 국유
재산 손해 중재인 사정에 따라 해결 본협정

2항

발제문 3-2.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박진석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SOFA 민사청구권 규정 및 체계 개관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중 민사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는, ① “대한민국과 아
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본협정”) 제23조와 그에 관한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이 
있고, ② 2001년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중 본협정 제23조 관련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의사항(이하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있으며, ③ 2003년의 운
영개선방안 중 비공무 중 손해에 관한 치료비 · 수리비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것이 있
다.

한편,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국내 시행을 위한 국내법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
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SOFA 민사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시
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요체는 본협정 제23조인데, 위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
여 SOFA 민사청구권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솔직히 변호사인 
발제자도 SOFA 민사청구권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SOFA 민사청구권의 체계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구권 유형 · 공무 여
부 · 당사자 · 손해 유형 등을 기준으로 세분해 봤는바, 이는 아래 표와 같다.

[ SOFA 민사청구권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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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국 vs.
타방국 군인 인적 손해 포기 본협정

4항
미군 vs.
제3자

인적 · 물적
손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청구

본협정
5항

비공무 
중

미군 개인 vs.
 한국/제3자

인적 · 물적
손해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 or 
미군 개인 상대 손해배상소송 본협정

6, 7항
계약상
청구권

미군 관련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조달계약 관련 분쟁

합동위원회 조정  or
민사소송

본협정
10항

2.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SOFA 민사청구권 규정 관련 중요 문제점들

필자는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발제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 SOFA 민사청구권 규정과 관련하여 위헌성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는 재산권 영역이다 보니 그러한 것
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미군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 부여, 그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라는 측면에서는 SOFA 민사청구권 분야 역시 다른 분야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
시키고 있다.  사실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문제점은 이젠 “고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싶다.  그만큼 장기간 동일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SOFA 민사청구권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에 의한 공무 중 제3자 손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 간의 비용분
담의 불평등성이 문제되고 있다.

둘째, 미군에 의한 비공무 중 손해와 관련하여 미군 당국은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 제의
를 완전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 제의를 완전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데, 피
해자가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 제의를 완전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인 미군 개인을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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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 비용분담 비율
미군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 25%, 미군 당국 75%
한국과 미군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 50%, 미군 당국 50%
책임 소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 정부 50%, 미군 당국 50%

셋째, 미군에 의한 비공무 중 손해와 관련하여 2001년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
회 합의사항이 제정됨으로써 피해자가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 위 절차 규정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그 밖에 SOFA 민사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빈발하는 미군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도 충분한 배상을 위해 미군 차량 모두에 대해(즉 군용이던 민간용이던 
상관없이) 종합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본협정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 ② 미군에 의
한 비공무 중 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당국이 보
상금 지급제의를 하기 전이라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게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한편 미
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가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사정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SOFA 민사특별법에 신
설해야 한다는 주장, ③ 공무 중 타방국의 기타 국유재산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미
화 1,400달러 이하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 포기하
도록 한 본협정 제23조 제2항 (바)목은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발제문에서는 시간 관계상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중요 문제점
들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단, 이 발제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점들 역시 향
후 마련될 SOFA 개정안에는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나. 공무 중 제3자 손해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 간의 비용분담의 불평등성

미군에 의한 공무 중 제3자 손해에 대해서는 본협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미군 당국에 비용분담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 간의 비용분담 비율은 본협정 제23조 제5항 (마)목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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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떠안음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미군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비용의 25%를 분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이런 규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규정은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당연히 미군 당국이 10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와 책임 소재를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얼핏 보기에 합리적이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어떤 때는 미군 당국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또 어떤 때는 한국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
률적으로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보
다 합리적이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비용분담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미군에 의한 공무수행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미군이 훈련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이기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미군에게 있거나 대부분의 책임이 미군에게 있
을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책임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미군에게 전적으로 있거나 대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위 조항 역시 한국 정부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떠
안기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이 실질적
인 책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책임비율은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중재인을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33)

다. 비공무 중 손해 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대한 부당한 제약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군에 의한 비공무 중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33) 한편, 한국 정부가 공무 중 손해에 대해 미군 당국에게 비용분담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
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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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① 미군 당국이 제안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과 ② 가해자인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34) 두 가지가 있다. 피해자가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정부의 국가배상심의
회에 배상금 사정을 신청해야 하고, 국가배상심의회는 배상금 사정을 마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군 당국에 송부하며, 미군 당국은 보상금 지급을 제의할 것인지 여부와 보상금 지급제의를 하기
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배상금 사정신청에서부터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 결정까지 통상 1~2년
의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로서는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치료비는 물론 생계비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1년에 양해사항에 적절한 경우 치료비 사전 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
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2003년의 운영개선방안에서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비공무 중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지구배상심
의회에 치료비, 장례비, 수리비 등의 선지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미군 당국이 이
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35)

또한,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피해자의 신청금
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래 비공무 중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군 당국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
군 당국이 비공무 중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
런 사정 때문인지 미군 당국은 국가배상심의회가 인정한 배상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상당히 감액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인용비율이 피해
자의 신청금액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군 당국이 결정한 보상금
이 피해자의 신청금액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국가안보의 차원
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이 불가피하더라도(과연 그런지는 솔직히 의문이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외
국 군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비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감수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가 피해자의 신청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마땅히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6)

34) 피해자가 가해자인 미군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현실적인 여건
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5) 이와 관련하여, SOFA 민사특별법에 미군 당국이 보상금 지급제의를 하기 전이라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게 무
이자 융자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주장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36) 이와 관련하여, SOFA 민사특별법에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가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사정결정이나 법
원의 확정판결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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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미군 당국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지급제의마저도 피해자가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수락하지 않는 이상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
제의에 대해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급히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군 당국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 역시 피
해자들이 미군 당국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군 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를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
정할 경우에는 추후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박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본협정 제23조 제6항 (라)목은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반대해석해 보면 “본항의 규정에 따
라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될 가능성
이 매우 농후하다. 결국, 피해자가 다급한 사정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미군 당국의 보상금을 지
급받고자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 당국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제의가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
정하도록 사실상 강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피해자의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
송 제기권에 대한 박탈 근거가 될 수 있는 본협정 제23조 제6항 (다)목과 (라)목은 시급히 개정되
어야 하며, 그 내용은 미군 당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제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
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비공무 중 손해 관련 미군 개인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의 본협정에의 규정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1년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제정됨으로
써 피해자가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의 보

안이 주장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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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은 피해자의 재판청구
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규정은 법률의 효력이 있는 본협정에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강화하고 향후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과 같이 단순히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향후 합동위원회 합의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도 양 정부 간의 정식 절차를 밟아 체
결된 것이니 법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
디까지나 한국 정부의 생각일 뿐, 미군 당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
다.

또한, 현재의 비형사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는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
이 있으므로, 본협정에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들도 반영해야만 한다.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는, ①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명문의 규
정 신설(현재 비형사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는 보전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명
문의 규정이 없고 해석상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음) ② 임금 
등 급여에 대한 압류 범위를 한국법과 동일하게 1/2로 특정(현재 비형사절차에 관한 합동
위원회 합의사항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범위를 미국의 영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압류 범위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일일이 관련 미국 법률 모두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③ 송달받은 자가 한국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경우 미군 당국이 사전에 미리 한국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향후 재판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송달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책임재
산을 한국에 남겨 두게 하거나 미군 당국이 재판의 집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현
재 비형사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음) ④ 비형사
절차에서 미군 개인 등이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 또는 명령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행하지 못하여 한국 법원이 미군 개인 등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고자 할 경우(구체적으로
는 민사소송법상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미군 개인이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
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공무 수행 여부에 관해 한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개정(현재 비형사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공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과 관련하여서는 미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무 수행 여부에 관
한 판단은 미군 당국의 인증서가 한국 법원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음) 등을 생각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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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해

이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이미 10년 전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
지 않다. 또한 올해에도 이미 지난 4. 30.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주)”이 발
표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에서 다뤄졌던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미군 
당국과 우리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만큼 SOFA의 불평등 체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견고한 SOFA의 불평등 체제가 영구불멸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1년 
부족하나마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었고, 
2003년의 운영개선방안을 통해 비공무 중 손해에 관한 치료비 · 수리비 등에 대한 신속히 
지급 합의가 이뤄질 수 이었던 것은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맞서 싸워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지치지 않는 끈
기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토론회가 이러한 싸움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계속될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의 활동이 평등한 SOFA 개정으로 이
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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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3-3.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 환경 관련 SOFA 규정의 개정방향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1. 들어가며

2011년 경북 왜관 캠프 캐럴 기지에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 
드럼통 250여개를 1978년경 매립한 사실이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에 의하여 밝혀
진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매립
장소를 헬기로 둘러보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미8군 사령부는 1992년 미 육국 공병단 연
구보고서를 근거로, 드럼통을 1978년 매몰하기는 하였으나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했고, 어느 지역으로 옮겨져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 이후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말에는,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 킴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
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2,235㎡(약 3,700평)에 달하고, 오염을 정화하
는 데 그동안 58억원 가량이 소요되었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용
산기지 외곽에 대한 것일 뿐이고, 기지 내부에는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오염토양 정화
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부가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난 2007년 반환된 23개 주한미군기지 가
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될 16개 기지를 대상으로 각각 두 
차례 실시한 환경기초조사 결과 16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가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의 캠프 맥넵의 경우 총탄화수소(TPH)37) 측정수치가 4만
2500mg/kg으로 기준치 500의 8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
서,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정화는 얼마나 되었는지 전혀 파악조차 못한 채 반환받았
다는 증거이다.

37) TPH는 토양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토양이 등유·경유·제트유·벙커C유 등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TPH는 식물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인체에 유입
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유전자를 손상시켜 2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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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미군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환경부나 
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환경오염 책
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규정에서 문제
가 비롯되는 것이다.

2. 관련 규정

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으로는,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본협정’)의 몇몇 규정(특히 제3조, 제4
조), 

 ② 「본 협정의 합의의사록(2001. 1. 18.)」(이하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    
 ③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 1. 18.)」(이하 ‘환경양해각서’), 
 ④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이하‘정보공유절차) 
 ⑤ 정보공유절차 부속서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

의서(2002. 1. 18. 또는 2003. 5. 30.)(이하 ‘부속서A’)38)

가 있다.
  
그밖에, 
 ⑥ 용산기지이전계획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

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2004. 12. 17.)」(이하 ‘이전협정’),
 ⑦「이전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2004. 12. 17.)」(이하 ‘이전협정 

이행합의서’)에도 일부 환경 관련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하 위의 모든 본 협
정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본 협정 등’). 

국내법으로는 「본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있다.

위와 같은 환경 관련 조항에 관하여는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소음피해 등에 
대한 정화 및 배상책임의 문제, 환경 관련 국내의 환경행정 및 환경형벌 법규의 적용 여
부 등이 문제되고, 이는 모두 민사청구권 및 형사재판권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38) 또한 외교부에 의하면,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하여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규정한 부속서
A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2009. 3. 합의⋅채택하였다고
는 하나, 외교부의 비공개결정으로 아직 전문을 확인해보지는 못하였다. 또한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는 2010. 
1. 14.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에 대하여 JEAP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위해성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
다. JEAP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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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청구권 및 형사재판권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례로 살펴보는 본 협정 등

 가. 정보공개청구 등 행정사건

법원은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속서A와 관련하여 「서명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
한미군 부사령관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그 내용 또한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
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속서A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9470 판결).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는, 「본 협
정, 합의의사록, 환경양해각서에는 비공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환경정보공유절차,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등의 규정은 환경오염조사결과 등에 관하여 한⋅미 양측의 상
호 합의를 거쳐 결국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6420 판결).39) 이 사건에서는 본 협정 등의 성격
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어쨌거나 본 협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
다고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평택의 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
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본 협정 및 부속합의서에서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
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본 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합중
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
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환경양해각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
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
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
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39) 이 사건에 대하여 환경부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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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
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
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본 협정 및 부속합의
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
다.

다만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
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
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모
든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양해각서에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합
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양국 간 정보교환, 공여구역 내의 출입, 합동실사, 모
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 평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합동위원
회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동위원
회의 협의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무조항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서
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 40)이 사건에서는 “주한미군에게 공
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본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
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만일 본 협정 내지 부속합의서
와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이 충돌할 경우에는 본 협정과 부속합의서가 우선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한 것이 다소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한미군측에 활주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주한미국측은 피고(국방부
장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피고의 의무일 
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령이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나. 국가배상청구 사건

군산의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군산시에서 이를 정화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조
사비용, 피해복구비용, 피해구제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이 본 
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소파협정 제3조 제
3항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

40)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활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사유는 아
니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
원 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2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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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파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
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
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으며,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제
한적 권한만을 누리는 것일 뿐 절대적 면책을 누린다거나 사실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
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
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면책된
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미합중국이나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본 협정 합의의사록상 ‘공공의 안전’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 자연
환경 및 인간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본 협정을 이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1차적으
로 미국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밖에 미군이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서는, 「본 협정 제23조, 본 협정 시행을 위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
한민국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
해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 2. 7. 선고 98가단55916 판결).

 다. 형사사건

또한 미군속 맥팔랜드가 유독물질인 시체방부처리용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한강에 방류
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본 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의 적
용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되었다. 본 협정 등과의 관계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우리나
라의 환경 관련 법률인 수질환경보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서울
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2고단3598 판결).

 라. 헌법재판사건
  위의 한강 독극물방류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

판소는 본 협정 제4조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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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
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
용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결
정).41)

  
4. 환경 관련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42)

 가. 본 협정 등의 법적성격

본 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6. 10. 14.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1967. 2. 9.부터 발
효되었다. 합의의사록도 2001. 2. 28.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2001. 4. 2.부터 발효되었
다. 이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들 본 협정 합의의사록은 헌법 제6조에서 말하는 조약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양해각서는 국회의 정식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효되고 있다. 
「비엔나 조약법협약」에서는 국가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
제합의를 조약으로 보고 있는데, 조약체결권자(통상적으로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이름
으로 체결한 것은 조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양해각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재가한 조약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심영규).

반면 정보공유절차와 부속서A는 본 협정 합동위원회 양측 공동위원장이 서명주체이다. 
따라서 조약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들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도 아니다. 이들 규정은 협의기관 내부의 실무적⋅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에서는 본 협정 합의의사록 및 양해사항은 그 명칭이나 
규정양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진
다고 하여, 조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맥팔랜드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43) 반면 
부속서A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조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캠프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사

41) 다만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42) 이하의 본 협정 등 각 규정에서 강조 표시 또는 밑줄은 필자가 편의상 작성한 것이다.
43) 이에 대하여 합의의사록은 협정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김민서). ①별도의 조약

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본 협정 부속문서로 채택되었고, ②합의의사록 전문에서 본 협정 ‘교섭에 있어서 이루
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합의의사록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며, ③ 그 내용면에서 본 
협정 구체적 의미를 밝히고 해석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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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 협정 

제3조(시설과 구역-보안조치) 제3항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

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

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

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44)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

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

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

책을 확인한다. 검토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

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 정보교환 

정보교환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또는 명시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한미군 구성원의 사용을 위한 환경관리기준(EGS)을 

마련한다. EGS는 관련된 미국 기준과 정책 및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한국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개발된다. 

 ① 환경부는 한국정부에 의해 시행된 환경법령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미측의 요청

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동 법령의 일반적인 시행 및 적용에 대하여 주한미군측과 협

의한다. 주한미군이 환경법령을 번역하고 발췌한 항목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는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역본을 확인한다. 환경법령의 개정, 변경 및 추가된 사항

건).
 
 나. 환경법령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

따라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
다. 관련하여 본 협정 합의의사록, 환경양해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61 -

은 시행 후 빠른 시일 내에 미측에 제공된다. 

 ② 주한미군은 환경부의 검토와 의견 제시를 위해 EGS 초안 사본을 제공한다. 환경부

는 초안 접수 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EGS 최종안에 대한 

승인권자로서 주한미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주한미군은 EGS 최종안 사본을 환경부에 제공한다.

  (1) 강행규정성 

위 규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본 협정 등에서는 ‘존중한다’, ‘고려한다’, ‘노력
을 계속한다’와 같이 법률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형식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2) 국내법 준수의무 규정 신설

현행 본 협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의 환경법률은 이미 미군기지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맥팔랜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
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2001
년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캠프워크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유
류저장시설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령관 등을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 「미군기지 내의 기름탱크 등에 대하여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고 설시한 바 있다.45) 

 
하지만 이를 보다 명백하기 하기 위해서는,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 제2문을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
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
게 규정한 다음,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
학물질관리법 등 환경법령이 그대로 미군기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예를 들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 신고), 제15조(오염토양 정
화) 등의 의무를 다른 오염원인자의 경우와 같이 미군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보충협정에서도 ‘파견국은 독일 내에서 군대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군의 ‘독일환경법규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44) 1997년본 EGS에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고 한다. 즉 예외사항으로는 ①국제협약과 국방부정책과 명령에 
부합하는 미군의 정함, 항모, 비행기, ② 대통령의 작전명령 하에 있는 핵프로그램, ③ 과거 미군의 활동에 의해 
오염된 환경의 정화활동 등 결정과 실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GS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군사작전에 막대한 어려움을 줄 때, ② 한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때, 
③ 복구작업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이나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다만 2004년본이
나 그 이후본에서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45) 다만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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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 협정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환경양해각서와  환경정보공유절차

환경양해각서 중 환경관리기준(EGS)에서는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
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환경정보접근절차 제2조 가항에서는 ‘EGS는 관련된 미국기준과 정책 및 한국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한국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개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환경양해각서도 환경정보공유절차와 같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정보공유절차 제2조 가항 ②에서는 EGS의 최종 승인권자를 주한미군으로 
명시하면서, 우리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종 
승인권자를 주한미군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주한미군과 
환경부의 상급관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조정하도록 하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환경관리기준을 만들기보다는 단순히 한국의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보다 더 간명한 방법은 환경정보공유절차 제2조 가항 본문을 ‘EGS는 관련된 미국 기준
과 정책 및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한국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
을 말한다’와 같이 개념규정으로 바꾸고, 같은 조항 ②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
우 양국의 환경규정 중 더 보호적인 규정이 자동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정보공유절차 제2조 가항 ①에서는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환경법령을 주한미군
측에 제공하는 내용만 두고 있다. 매우 차별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주한미군 
양측 모두 서로에게 자기 국가의 환경법령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다. 환경오염 치유책임에 관한 규정 

 (1) 본 협정 제4조 제1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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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

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

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

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6)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6. 시설과 부지의 치유 및 이전

  가. 위의 협의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

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한․미 양측은 EJWG47)를 통하여 

한․미 양측의 치유 노력에 대하여 협의한다.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국내법률의 해석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의 해석규칙으로는 ① 교섭 당시의 여러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조
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주관적 해석규칙, ② 조약문에 사용된 용어의 자연
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를 좇아 해석하는 객관적, 문언적 해석규칙, ③ 조약의 문맥과 목적
에 비추어 조약규정을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규칙이 있고, 그밖에 ④ 체계적 해석과 ⑤ 
연혁적 해석도 필요하다.

그런데 위 규정은 조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주관적 해석을 그대
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객관적, 문언적 해석에 따를 때는 합중국 정부가 미군기지를 반환
할 때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해석방법을 동원할 때,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목적론적 해석에 따를 때, 이 규정은 특정 지역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
국이 변형하거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반환할 때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요
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6) 본 협정 제4조 제3항이 적절한 해석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 본 협정 제31조에 의하면 본 협정 한국어본과 영어
본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 영어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번역이 반드시 요구된다.

47) 환경공동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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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약의 체계적 해석을 위해서는 본 협정 제4조 제1항과 더불어 한국의 보상의무에 
관한 같은 조 제2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시설과 구역에 가
해진 개량’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을 특정하여 한국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물리적 특성의 변경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1항을 해
석함에 있어서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토양이나 수질의 화학적 특성의 변경에 
대해서까지 미국측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판례의 태도도 같다.

한편 이 규정이 생긴 1966. 7. 9.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체결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규정이 그 당시의 환경문제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원
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규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이 규정이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2) 개정방향

이와 관련하여 부속서A 제6조에서는 한국으로 반환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
으로 미측이 본 협정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본 협정 관련합의서’가 도대체 어느 규정을 말하는지도 불명
확하거니와, 치유책임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본 협정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법적 성격이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속서A 
제6조 가항에 규정된 내용을 본 협정으로 끌어올려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본 협정 제4조는 환경에 관하여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고, 본 협정 별도
의 규정으로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부가적으로 그밖의 다른 규정이 환경조항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규정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이른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48)에 대하여

환경양해각서와 환경정보공유절차에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에만 
환경오염사고를 통보하거나 치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8)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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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

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

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

획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

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

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 정보교환 

나. 환경협의 : 

     ②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간 사고의 통보는, 동시에 통보 당사자의 중앙 수준 당

국에 보고하여야 완료된다. 이러한 사고는, 주한미군 시설 또는 구역과 그 주변의 대한

민국 영역 사이의 경계 어느 한쪽에서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

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오직 한쪽 영역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미군 예하부대의 관리는, 이러한 사고를, 명시된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동시에 명령 계통을 통해 주한미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군측은 자신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본 
협정 제4조 제1항의 규정 외에도, 환경양해각서상의‘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
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다는 것을 드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공지
의’는 이미 위해성이 완전히 입증되고 기정사실화되는 정도이어야 하고, ‘급박하고’는 위
해가 목전에 보여야 하는 정도를 말하며, ‘실질적인’이란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을 말
한다.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방사능사고 또는 불산사고로 인해 즉시 사람이 
사망하는 정도의 사고가 아닌 한 인정되는 사유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
사고는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KISE 규정은 사실상 미군
측이 환경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KISE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적용되는 미국방부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이나 실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각 지역의 주둔 미군사령관이 
독자적이고 재량적으로 판단⋅결정해오고 있는 KISE에 상대방 국가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
능성이 있는’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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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

장이 공동 승인하여야 한다. 공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미측 또는 한측 위원

장은, 가능하면, 사전에 언론에 전달한 정보의 사본 또는 요약본을 상대방 위원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칙인 오염원인자 부담원칙49)과 사전예방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환경정보공유절차에서는 ‘인간건강’외에 ‘자연환경’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지

방자치단체와 미군당국 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
래하는 오염에 대하여만 치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유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제
외할 이유가 없으므로,‘자연환경’에 대한 오염도 치유하도록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미군기지에 관한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본 협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공유
절차 제5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현재 환경부 등에서는 이 규정 본문을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위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비공개사유로 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 
단서에 의하더라도 본 협정 환경분과위원회 한미양측위원장의 공동승인을 요청하고, 공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방 위원장이 사전에 상대방 위원장에게 공개내용만 제공한 
다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눈치만 보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은 조약으로 보기 어렵고, 본 협정서 위임에 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정
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본 협정 신설하거나, 적어도 위임에 관한 규정은 두어야 할 것이다. 

  (2) 미군측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이처럼 미군측만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본 협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환경정보공유절차 제2조 나항 ②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간의 사고 

49)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OECD 각료이사회 권고문, EU와 UN
의 각종 문서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률인 「자원보전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과 「종합환경대응 배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등에서 기본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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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역시 통보 대상은 KISE로 한정하고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결국 어떤 사고에 대하여도 통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마. 규범성 내지는 강행규정성의 강화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미군이 부담할 각종 의무에 대하여 단지 ‘고려한다’, ‘대한민국
의 법령을 존중한다’,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노력을 기울인다’등으로 미군의 자발
적인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사협정이나 선언문이 아닌, 양국간의 의
무와 권리사항을 정하는 조약이나 조약을 상세히 규정하는 하위규정이라면 이러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형식으로 인하여 미군이 우리나라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
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지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법원
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환경법령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은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보충협정에서도 미군에게 독일환경법규의 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하수오물, 물리적 환경 피해방지 조치비용, 위해물질 오염평가⋅구제비용을 모두 파
견국 당국(미군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
야 할 것이다.

 
5. 나오며

본 협정 환경 관련 조항이 없다. 그리고 합의의사록과 환경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절차
와 부속서A에는 대부분 도의적 책임에 머무르는 규정만 두고 있거나 KISE 같은 전혀 현
실 불가능한 경우만 상정하고 있다. 결국 이런 규정들에서도 환경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이
나 마찬가지다.

2016년이면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완료된다. 그 전에 본 협정 환경조항을 반드시 신
설하여, 기지를 반환하기 전에 미군이 책임지고 모든 오염을 정화하고 우리측의 검증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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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

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발제문 3-4.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 한미 SOFA 노무조항의 위헌성 

       박치현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
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내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 헌법상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주체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둔군의 주권면제특권50)이나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권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한미 SOFA의 전반적 불평등성은 고스란히 한미 
SOFA 노무조항의 불평등성으로 이어지고 근본적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

 가.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허용

50) 이에 대해서도 외국국가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 활동에 대하여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복종해야 하고 공권
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고 보는 상대적주권면제이론이 국제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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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

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

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

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

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

게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17조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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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

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

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

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제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한다.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보상․노사 관계가 이 조항 또는 합의의사

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

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조건․보상․노사 관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일방은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 및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어

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임무변경

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01. 1. 18>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

부가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를 해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이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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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

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

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

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 ⑵

1. 조정 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

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 이 항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

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 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

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합중국 군대

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

원 1992. 4.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한미 SOFA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
우에도 해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2001년 개정을 통해 '군사상 필요'의 개념이 구체화되었
다고는 하나 여전히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
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
단주체가 미군당국 일방에 주어져 있어서 남용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나. 부당해고 등 개인 사안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차단



- 73 -

위원회를 통하여 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⑴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⑵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고

  ⑶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한다. <개정 

2001. 1. 18>

㈐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 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구체화하여 법 제28조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
제 절차, 법 제31조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구제신
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
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22. 선고 91
다2210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 SOFA에서는 부당해고 등 개인 사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없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고,51) 특별위원회가 한-미 동수로 구성되어 다수결
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주한미군 측의 의견에 반하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접수국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을 판단하는 것과 비교된다.

 다. 사실상 쟁의행위의 불가능

51) 이와 같은 공식적인 이의절차를 처음부터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 7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

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

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조정의 개시)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17조 

4. ㈎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

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 법령 중 단체행

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 ⑴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

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

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 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⑷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

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⑸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⑵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 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 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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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 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 ⑴

제17조 제4항 ㈎ ⑴에 규정된 노사쟁의 해결절차와 노동청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쟁의조

정을 관할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쟁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명단에서 교대로 이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4.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추가로 15일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

다.

6.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바에 의한다.

7.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8.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신설 2001. 1. 18>

제4항 ㈎ ⑵

1. 조정 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

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 이 항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

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 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

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합중국 군대

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

위원회를 통하여 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⑴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⑵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

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고

     ⑶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

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한다. 

<개정 2001. 1. 18>

 ㈐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

며, 따라서 검토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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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 ⑸

제17조 제4항 ㈎ ⑸와 관련하여 그리고 변화된 노동관행을 고려하여,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소한 45일간은 정상적인 업무요

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주한미군지위협

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설 2001. 1. 

18>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17조 

1. 본조에 있어서

㈎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
되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노사 쌍방의 신청 등에 의한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한미 SOFA에서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의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그치지 
않고, 조정 결렬시 필요적으로 합동위원회에 회부(합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다시 특별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
며52), 그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의 승인 철회 및 노동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 

합동위원회가 한국정부대표 1인과 미국정부대표 1인으로 구성되고(본협정 제28조 제2
항), 특별위원회도 한국정부와 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특별위원회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의행위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 역시 주한미군의 의사와 다르게 날 수 없는 구조이며,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소 45일로서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최장기간(조정 15일
+합의에 의한 조정 연장시 15일+합의에 의한 중재 회부시 15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합동위원회에의 강제 회부, 합동위원회 결정에 구속력 부여, 합동위원회 회의
에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대표의 참여 배제, 한국의 노동현실 상 지나치게 장기간인 쟁의
행위 금지기간 등이 결합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라. 영리목적 민간 기업(초청계약자)에 대한 특혜의 확대

52) 노동조합법에 없는 일종의 강제중재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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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 15 조

초청계약자

1.  ㈎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

용원 및 ㈐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

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한미 SOFA 노무조항이 적용되는 고용주의 범위에는 초청계약자가 포함된다. 초청계약
자는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과 계약을 맺은 미국 하청업체(자)로서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 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과 계약을 맺었다 뿐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인데 이들에게 
국제법상 국가기관에 주어지는 국내법으로부터의 각종 면제 특권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
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들에게 고용된 한국인들에게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상당부분 배
제하고 있는 것도 위헌적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3. 개정 방향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직접적·전면적 적용이 해법이다. 필요하다면 공익사업에 준하는 정
도의 제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
한),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4조 (조정기간),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으로도 주둔군의 정상적인 군사 업무 수행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의 조화로운 만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사태시 한미 합동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이탈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제4항)을 삭
제하고,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조항을 삭제하고,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한미 정부
대표와 동수의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당해고 등 개인 사안을 포함하여 합동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내 사법적 구제를 전면 허용하고, 국내 공익사업
에 준하여 쟁의권을 보장하고,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하회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과 단체
협약의 편면적 무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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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해법으로는, 독일과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한미 당국의 합의에 의해 규정하도록 하고, 고용이나 사회보
험에 관해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속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
며(독일보충협정 제56조 5항, 8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이슬랜드 등과 같
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방식의 간접고용제로 전환하여 우회적 방법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게 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독일식 방법이나 간접고용제 방식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
동자들의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주려는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에만 그 실효
성이 보장되는 바, 만약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한
민국 정부와 주한미군 양쪽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4. 결론

이와 같이 한미 SOFA 노무조항은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17조 제3
항)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상 필요', '비상사태시' 등 포괄적 적용예외 설정, 조정 결
렬시 합동위원회에의 강제 회부 및 노동자대표가 배제된 합동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결
정에의 구속력 부여, 국내 사법적 구제수단의 차단, 장기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설정 등
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전도된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2012. 11. 13.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95.4%의 
찬성률로 미군 주둔 이래 첫 총파업을 결정한 바 있는데, 주한미군이 자국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3년간 임금동결과 대량해고를 예고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 그동안 한미 
SOFA 노무조항의 제약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나 
소송 제기가 많지 않았으나 이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
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미 SOFA 노무조항의 독소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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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주요 문제점

김행선 미국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I. 서론

미군 장갑차로 인한 여중생 압사사건이나 최근 발생한 미군 총기난사 사건, 반환 미군
기지내 환경오염 문제 등 주한 미군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SOFA규정의 불평등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SOFA규정의 불평등성으로 인해 우
리 정부가 미군문제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과 법체계적 관점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의 주요 문제
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SOFA규정의 한·미 양국간 법적 성격 및 효력의 불균형·불평등성  

 1. 법적 성격의 불균형·불평등성

'SOFA'53)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비준동

53) SOFA의 정식 영문명칭: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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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받아 법률상 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그 부속서인 ‘본 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과 ‘본협정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 역시도 사실
상 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54) 따라서 조약인 SOFA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별도
의 입법절차 없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위 SOFA규정은 조약이 아닌 미연방행정부가 외국과 맺은 계약
의 일종인 ‘행정협정’에 불과하므로, 미 국내법(연방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
연방의회의 이행입법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그 하위 부속서라 할 수 있는 합의의사록
이나 양해각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법적 성격과 효력의 불균형성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SOFA규정의 규범력의 
정도, 위반시 상대방국가에 대한 이행강제성과 효력범위, 양 국가의 국내사법절차의 심사
대상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 비록 조약에 대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원의원 2/3 이상의 찬성(비준동의)
을 얻으면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도 국내(연방)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1원주의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NAFTA, FTA 등의 통상협정, SOFA 등의 군사협정 등 거의 대부분의 주
요 국제협약을 ‘행정협정’ 형태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효력과 체계상의 불
균형성은 앞으로 미국과 맺는 거의 모든 협약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협정’ 형태의 국제협정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국가와의 국제협약 거의 모두
가 조약의 형태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SOFA 본 협정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 
부속서에 불과하고 규범력에서도 본 협정보다 떨어지는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까지 과연 
조약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 표현문구의 차이로 인한 법적 효력의 불균형·불평등성

SOFA규정이나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을 보면, 한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
재형으로 쓰거나 "shall~"이나 “must~" 등으로 그 강행규정성이 강한 문구로 표기되어 있
는 반면, 미국측이 부담하는 우리 정부나 국민에게 유리한 규정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may~(할 수 있다)"55)나 “~논의한다”, “~하도록 노력(을 계속)한다”56), “~호의적으로 고

54)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 대하여 조약의 성격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합의의사록은 2001. 2. 

28.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2001. 4. 2. 발효된 바 ‘조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의의사록은 별도의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본협정의 부속문서로 채택되었고, 본 협정의 구체적 의
미를 밝히고 해석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약이 아니라는 견해(김민서)도 있다. 양해각서의 경우 국
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효되었기 때문에 조약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엔 큰 무리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 명의로 체결한 국제합의이므로 이를 조약으로 봐야 한다
는 견해가 유력하다(심영규). 부속서A의 경우에는 조약적 성격을 부인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9470 판결)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각서 등에 조약과 유사한 법적 규범성을 부
여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6420 판결,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등)가 다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 합의에 대해서도 조약적 성격 내지 준 조약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55)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대하여, 제2호: “합중국 군당국은 ~ 수사, 심리 및 재한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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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57) 등으로 단순한 고려·선택사항 내지 주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이
행강제성 등 법적 규범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효력 면에서도 심각한 
불균형·불평등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과 맺은 한미FTA만 보더라도 우리가 부담해야할 강행적 의무규정이 8이라면, 미국
이 부담하여야할 강행적 의무규정의 비율은 2에 불과할 만큼, 미국은 외국과의 협정을 맺
을 때 자국이 부담해야할 의무규정에 대하여는 'may'나 'will', 'do all best efforts' 등
의 문구로 최대한 강행성을 배제하여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을 방도를 마련하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SOFA개정 등 외국과 맺는 국제협약에 대해 우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규정과 상대방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규정의 ‘조동사’ 문구선정에 좀 더 주의
를 기울여 작성·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Ⅲ. 법체계상의 모순과 상하규범간의 상충성

SOFA 본 협정의 법적 성격은 ‘협정(Agreement)’이란 용어에서 잘 보여주듯이 대한민
국과 미연방행정부간의 ‘계약’ 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다. 

또한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은 영문명인 'Agreed Minute'가 표시하듯 본 협정의 내
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 합의내용을 기술한 문서이다. 즉, 본 협정이 양국간 합
의내용에 대해 대략적이고 원칙적인 큰 줄기를 세운 것이라면,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의 
합의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그 해석의 방향과 기준, 또 본 협정이 미처 
규정하지 못했거나 위임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양해사항(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일반적으로 본 계약(협
정:Agreement)을 체결하기 전에 대략적인 (본 계약의) 체결방향과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Agreement에 비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 발생, 이행강제성 측면에서 그 규범성이 없거나 적은 것이 보통이다. 

56) 1.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중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중략~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중략~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2.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7) 1. 양해사항 제2조 제1항(나):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
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합의의사록 제5항 (다)에 대하여, 제11호: “합중국 군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
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대하여, 3호(2):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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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은 SOFA규정의 부속서인 만큼 모법인 본 협정에 위배
되어서는 안되고 모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상 하위법이 상위법
에 반하거나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경우에 효력이 없게 되는 것과 마찬
가지 원리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을 보면 그 모법인 한·미 SOFA규정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상충되는 규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법체계상 SOFA 본 협정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하려면, 본 협정과 동등한 성격의 Agreement로 규정하거나 그보다 더 상위의 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로 개·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SOFA의 경우에 본 협정의 개정이나 규정신설이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개·
수정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1966년에 제1차로 본 협정이 개정된 이래로 본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이나 양해각서, 심지어 조약도 아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란 형식으로 
개·수정되어, 사실상 편법적 개·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본 협정 제5조 제1항을 보면 “합중국은 제2항58)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
담하는 경비(주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로 규
정되어 있으나, 이 본 협정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59)이란 편법적 방법으로 위 규정에 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 협정 제22조 제2항 (나)호는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
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
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
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
고 있다.

58) 제5조 제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
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
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
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59)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 (1991. 
2. 21. 발효)으로, 이에 의거하여 한미간 협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방위비 분담액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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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협정 제22조 제3항 (나)호는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제3항 (나), 제1호는 이에 대해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당국의 주된 책임임
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
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협정에 전면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본 협정 제3조 제3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략적 일반 운용원칙만 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본 협정 제4조 제1항은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
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
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미군기지 반환시 미군당국의 환경오염 제거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엽제 무단매립사건, 포르말린의 무단방류가 문제된 맥팔랜드 사건. 기름유출 
사건 등 미군당국의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태와 환경보호조치의 미흡성에 대한 한국내 여
론이 악화되자 환경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본 협정에 정식으로 미군당국의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 규범성이 약한 ‘합
의의사록’60)과 ‘환경양해각서’61)에 각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
국 정부는...중략...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
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등으로 법적 실효성
이 없는 추상적 주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군당국의 환경보호의무와 원상회복 의무, 오염제거비용부담 규정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본 협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IV. 번역오류의 문제 

60)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
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
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
인한다.” <신설 2001. 1. 18> 

61)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환경관리기준: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
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
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 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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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개정된 SOFA는 ‘영문과 국문 모두 정본이나 두 정본 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문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문본이 정본인 셈이나 마찬가지다. 

보통 두 가지 언어가 모두 정본인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국본과 영문본을 교차 대조 및 수정하고, 표현된 문구가 정확히 일치하는가에 
대해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체결되는 것이 정상이나, 한미FTA에서도 경험했듯이 우
리 외교부는 이러한 과정으로 협상·체결하지 않고, 일단 영문으로 협상·체결한 후에 국문
본을 번역·작성·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문본이 정본일 경우에도 번역
오류의 가능성이나 영문본의 국문번역에 불과하다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정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상 국문본도 정본이고, 한국정부나 피해를 입은 한국국민
은 1차적으로 국문본에 의거하여 SOFA규정상 부여된 제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정확한 
국문번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62) 

그런데 국문으로 된 SOFA규정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보면,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
거나, 직역되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
거나, 어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비문인 경우가 종종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문본 합의의사록 제5항 (다)항에 관하여, 제2호63)는 대한민국 당국의 기소전 구금
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
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i)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
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ii)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iii)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로 규정되
어, ‘살인’이 ‘흉악범죄의 한 유형’으로 열거된 형태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번역에 따를 경우 살인죄와 유사한 유형의 흉악범죄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조의 영문본64) ii)부분 규정을 보면 “there is adequate cause to believe 

62)한미FTA에서도 수많은 번역상 오류가 지적되어 2회에 걸쳐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지는 소동을 겪은 바 있
다.  

63)국문본 합의의사록 제5항 (다)항에 관하여, 제2호: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
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
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64) 2. In cases where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have arrested an accused who i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he civilian component, or a dependent at the scene of the 
crime, in immediate flight therefrom or prior to the accused's return to U.S. control and there is 
adequate cause to believe that he has committed a heinous crime of murder or an egregious rape, 
and there is necessity to retain him for the reason that he may destroy evidence; he may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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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e has committed a heinous crime of murder or an egregious rape”되어 있
어, 대상범죄의 유형이 ‘살인죄’와 ‘강간죄’ 이 두 가지 범죄에 국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살인의 흉악범죄와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
한 이유가 있고~”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한다. 

- 양해사항 국문본 제2조 제3항 제4호65)를 보면, “공여 구역 또는 시설의 사용이 침해
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례가 합동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우~”로 번역되어 있
는데, ‘침해와 같은 제약’이 무슨 의미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게 번역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영문본 양해사항 규정66)을 보면, “~use of a granted area or facility is 
impaired due to constraints, such as encroachment~"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보다 정
확한 의미전달을 위해서는 ”경계침범과 같은 침해로 인하여 공여된 구역과 시설의 사용이 
제약될 때“로 번역되어야 한다.  

V.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의 비공개성의 문제 

SOFA 제28조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SOFA운영상 문제가 발
생하거나 그 논의·해결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 및 미군과 한국 국민간의 권리의무와 권리구
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요한 규정들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란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과 합의내용이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되지 않
고 있어 일반인이 그 합의내용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or he may cause harm to the life, person or property of a victim or a potential witness, the United 
States military authorities agree not to request transfer of custody unless there is legitimate cause 
to believe that a failure to request custody would result in prejudice to an accused's right to a fair 
trial. <신설 2001.1.18>

65)양해사항 제2조 제3항 제4호: "공여 구역 또는 시설의 사용이 침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례가 합동
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러한 제약을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즉시 
협의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한다. 합중국 군대도 합중국이 모든 사용권을 가지는 공여 구역 및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이 있으면 행정
적 지원을 제공한다."<신설 2001. 1. 18>  

66)4. If a case is reported to the Joint Committee that use of a granted area or facility is impaired 
due to constraints, such as encroachment,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shall report the 
constraint to the Joint Committee and immediately engage in consultations with a view toward 
removing the constraint.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mptly initiate steps to eliminate the 
constraint including taking administrative measures acceptable to both sides.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ill als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perly manage and prevent encroachment to 
the extent possible of granted areas and facilities of which the United States has full rights of use,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upon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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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유래와 취지의 관점에서 볼 때, 무릇 ‘규범’이란 그 내용이 일반에게 공
개되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규범을 준수할 수 있고, 규범위반자에 대해서도 그 비준
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합동위원회 합의사항과 같이 그 협의과정과 합의내용
이 비공개된다면 그 준수의무자이자 권리주체인 미군과 한국국민 모두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합의사항을 준수할 수도, 합의사항에 의해 부여된 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 결
국 규범으로서 규범력과 정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고, 그 협상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Ⅵ.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권리보호

1996년 SOFA개정으로 형사관할권의 자동포기 조항이 삭제되고, 2001년도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의 개정으로 12개의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미군의 신병인도시기를 최종판결시
점에서 기소 이후로 앞당겼고, 살인과 강간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기소 전에도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권 강화 등 진전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강화된 권리보호와 구제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적으로 신병인도를 요구하지 않거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미군이 이미 출국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과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고, 또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대한민국정부가 전액 배상을 한 후 
SOFA규정상의 분담율에 따라 미군당국에 구상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국익과 국민보호에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권리행사 행태는 미순이·효순이 사건, 윤금이 살인사건 
등과 같이 많은 국민의 피와 눈물과 여론에 힘입어 힘들게 쟁취한 제 권리를 그냥 헛되이 
내버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민권익 보호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평등하고 국익균형적인 SOFA개정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얻은 제 권리를 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
다 하겠다.

Ⅶ. 결론-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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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SOFA규정은 그 법적 성격이나 효력 면에서 불균형성과 불
평등성의 문제, 모법과 부속법간 상호 모순·충돌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SOFA 본 협정은 그대로 둔 채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 등의 부
분적, 임시방편식의 편법적 개·수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달라진 한미 양국의 관계와 우리
나라 법률체계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있고 호혜평등한 SOFA ‘본 협정’ 자체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군범죄의 수사와 재판이 이
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불리한 제한 규정이 최소한 독미SOFA와 미일SOFA와 같은 정도로 
개정, 철폐되어야 하며, 날로 증대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현재
와 같이 오염의 사후처리와 비용분담에 그치지 않고,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미군 기지내 
환경오염실태 조사권 부여 및 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처리기준과 절차 수립, 한국정부의 환
경기준 준수의무 명시, 오염물질 제거 등 미군의 원상회복 의무 명시, 오염원인제공자 비
용부담원칙의 확립 등으로 보다 철저한 환경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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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여전히 불편한 SOFA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센터장)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간 두 여중생의 죽음을 목격한 시
민들이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그 후 몇차례 개정되었다지만 
소파는 여전히 불편한 소파로 남아있다. 평택에서 벌어진 몇가지 사건을 통해 소파의 문
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미군헌병 한국인 수갑체포 사건

2012년 7월 오산기지67)앞에 조성된 신장쇼핑몰 로데오 거리에서 미 헌병대원들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3명의 한국인을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다음날 주한미군사령관이 즉각적인 사과성명을 발표하는등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는가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역시 그 여느 사건과 다르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평택경찰서의 조사요구에 불성실로 일관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된 사건
은 반년이 넘도록 담당검사의 책상서랍에 잠들어 있다 검사의 동의아래 관계자 전원이 한
국근무기간을 마치고 어디론가 출국하고 말았다. 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판단은 
하지않고 출국을 용인한 검찰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에도 묵묵부답이다.

과연 이 사건은 ‘공무중 사건’일까? ‘비공무중 사건’일까?
통상적으로 미군이 근무시간에 벌어진 사건,사고를 공무중사건이라 해석하고 있으며 공

무중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미군이 발급한 ‘공무증명서’로 끝난다. 공무중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한국정부가 미군과 동등한 자격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무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공무중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
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미군은 공무중 사건은 그 내용과 관련없이 자신들이 재판권을 행
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불평등한 소파에도 보장되지 않은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1차 재판권을 한국정부가 행사해야한다.

2. 미군의 한국인 업소 단속과 영업정지 조치

67) 오산기지가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산기지는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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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기지앞 신장 쇼핑몰 일대에는 미군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약300여개에 달하는 
상점이 조성되어있다. 이중 50여개에 달하는 클럽(유흥주점)에 대한 미군의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수갑사건 이후 미군헌병과 한국경찰이 공동순찰을 하고 있지만 클럽에 대한 단속권한은 
사실상 미군에게 주어져 있다.

술을 마시던 미군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업주가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off-limit
(출입금지) 처분을 받고 있다. 미군을 상대로 한 업소의 특성상 출입금지조치는 사실상 영
업정지조치와 다름이 없다. 쌍방간의 문제라고 하면 적어도 미군과 한국측의 동수로 구성
한 공정한 기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함에도 모든 처분의 결정권한을 ‘미군 군기조정위
원회’가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 봉쇄되어있다.

3. 끊이지 않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1996년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미군기
지에서는 최고 24배나 많은 납이 나왔고 석면, PCB같은 중금속에도 오염되어있다고 밝히
고 있고 지금까지 숱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군은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오염시키겠
냐?’며 되뭍지만 지금까지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를 보면 그 말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군이 ‘시설과 구역의 운영을 공공안전을 적적히 
고려하여 수행한다’ ‘한국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과 미군이 사용하
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과 보상의무가 없는 소파협정 때문이다.

평택, 군산, 서울에서는 지금도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에서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
치단체에 통보토록 되어있지만 그것이 시민들에 의해 발각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않는데 
있고 둘째. 사고경위와 오염량, 처리과정과 사고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한-미 공동의 조사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이것이 전제될 때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고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미군기지의 사용실태와 오염시설에 대
해 공동 조사가 뒷받침되어야한다. 

4.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통해 밝혀진 미군기지 관리실태

지난 2012년 9월 오산기지내에 수십년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한국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온 오산기지내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정에서 수십년간 

오산기지와 인접해 흐르는 진위천변에 폐콘크리트 및 오염된 토사들을 불법 매립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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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미군기지 확장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불법매립만이 보도되었지만 정
작 중요한 방치되어왔던 미군폐기물은 주목받지 못했다. 

매립되었던 폐기물의 양은 20만톤가량(25톤 덤프트럭 8000대분)은 제2활주로 건설사업
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 국방부 CDIP사업으로 미군의 폐기물까지 처리해야하는 어이없
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미군기지의 사용실태에 대한 감시, 조사없이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고와 의혹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파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군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데 
있다. 

올바른 동맹관계의 기본은 ‘상식’이어야 한다. 상식적인 소파협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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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3.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한미 SOFA의 개정방향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2000년에 발생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미군환경범죄 심각성을 인식하
게 된 계기였다. 온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자 당시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무단방류사
건과 관련해 공식사과를 했다. 미군 주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연이어 문학산, 캠프 
이글, 캠프하우즈 기름 오염사건이 발생되면서 미군기지가 환경문제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 2001년 SOFA 2차 개정과
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군당국
의 법적 의무가 결여되어 있어 선언적인 것에 불과했고,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환경정화비용의 지불, 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미군이 일으킨 환경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더불어 당시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은 28개기지 
및 시설 214만 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 평 등 4,100여만 평을 반환하고 한국 측은 
신규 토지 154만 평을 공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이 없었고,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공동환경평
가절차서(JEAP) 등이 만들어졌지만 어디까지나 부속서에 불과했다. 여러 결함이 있다. 정
부는 단독으로 미군기지 내 토양조사를 할 수 없고, 미군과의 합의를 전제하였으며, 조사 
내용도 미군과 합의해야만 공개를 할 수 있다. 

2011년 5월 발생한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은 미군기지에서의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해결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한국정부와 미군은 캠프캐럴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스티브하우스의 증언이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기지내부조사를 실시하였지
만 미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위는 극히 제한되었다. 명목상 한미공동조사단일 뿐 실질적 조사방법과 정보공유, 공개
에 대한 제한은 미군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주한미군환경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양해각서 체결이후 몇 차례 보완작업이 진행되었
으나, 그때마다 보완 작업이 갖는 한계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
는 운영상 보완이 가능하다며, 그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가 고엽제 매립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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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원주 캠프롱에서 2001년 배관 시설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2008년 

같은 이유로 다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유류저장시설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은 미군측이 시설을 제거했다고 함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한미군
이 제대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상시적으
로 미군측과 환경협의, 환경정보교환, 환경조사, 치유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
정을 신설 또는 보완해야 한다.

○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
○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한다.
○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환경오염 정화기준과 관련하여 미군은 SOFA에 명시된 “인간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

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KISE의 모호함에 따른 한미 양측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이 판단한 KISE의 구체적 기준
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석상 다툼이 되는 애매한 
조항들을 분명하게 개정해야 하며, SOFA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법령을 존중하는 
방향에 따라 정화의 기준은 한국법이 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한국 법에 명시된 
행정적 처벌이나 형사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 치유 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개정해야 한다.

○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내 오염이 감지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단을 보내 기

지 내 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독일
에서는 미군기지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주둔지역 안에서 환경위반사
항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비상시에는 미군에 통고 없이 기지를 출입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5항과 부속서 A 7항에 의하면 모든 정보의 언론 공개나 

대중 배포에 대해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한국정부는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
원은 춘천 지역 주민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정보 공개에 있어서 미측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 반환 기지 환경 정화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SOFA 제4조를 개정하고 환
경 조항을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 주한미군은 SOFA 제4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명시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역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이 
조항으로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OFA 제4조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
복의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SOFA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 받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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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이 조
항을 삭제해서 미군의 환경정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미군측의 정화 책임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의 문제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SOFA가 문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SOFA 환경조항의 개정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주둔하는 기지내부에 대
한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알게 해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환경감시권을 미군에 요
청해야 할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것을 SOFA환경조항에 대한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
다. 불과 10년 전만하더라도 SOFA에는 환경조항 자체가 없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합리
한 점들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의 노
력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평등한 협상과 책임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 
SOFA개정이 이뤄져야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는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나라보다 우세한 위치
를 점하고 있다. 양국간에 힘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는 주둔국의 환경 조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필리핀, 비에케스, 파나마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이 아닌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에 대해, 주둔하는 나라의 환경법을 준수
해야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도록 세계 각국의 NGO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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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990년 이후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 현황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의 1차 전환점은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

류사건에 대한 증언이다. 1990년대(1990～1999)에는 한해 평균 1.8건 정도로 나타나다 2000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7건으로 거의 4배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발생 건수가 다르

게 나타난 것은 주한미군이 2000년 한강독극물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을 더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예전부터 발생해오던 주한미군 환경오염범죄가 한강독극물방류사

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

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오염원이 기지외부까지 

흘러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당

시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

민단체들의 조사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증가하던 주한미군 환경오염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주한미군 환경오염문제가 한국사회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군 자체가 주의를 기울

였던 점과 2004년 12월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반

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오염이 본격화 되면서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탓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으로 보면 새롭게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면 협상에 유리하지 않다

는 판단하여, 적극적인 방지책과 기지 내에서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

으리라 유추된다. 

그리고 2011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2차 전환점을 우리는 맞이한 것이다. 기존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문제는 기름오염을 중심으로 사격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서 예측가능한 중금속 

오염정도 범위까지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번 고엽제 매립을 계기로 우리는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주한미군이 취급하는 유독물질로 인한 기지내 오염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우

리는 주한미군이 취급하는 유독물질 목록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조사 관련 보

고서를 전부 넘겨받아 주한미군기지 전반의 오염상황을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에서

처럼 미군기지내 독자적 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주한미군이 거부할 근거는 없다. 한국정

부가 미군기지 내 항시적 조사권을 가진다면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역할을 보다 충

실히 실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정화 과정과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줄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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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1건 

○ 90년 7월6일 대전 대청호 기름유출 

대전 동구에 있는 미8군 대전 송유소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대청호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

음을 당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킴. 주한미군 지원사령부 로버트 J 제이슨사령관(준장)이 대전시를 

방문, 기름유출사건을 사과하고 또 사고가 날 경우 보상키로 하는 등 3개항을 대전시와 합의.

2) 1991년 1건 

○ 91년 하남 산곡천 기름오염 

산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 평이 경유로 오염되어 농작물이 죽는 등 피해 발생하였다. 

하남시는 미군부대를 오염원으로 보고 16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미군 쪽의 비협조로 7년 

동안 부대 안 기름 탱크 등 오염유발시설을 조사를 할 수 없었다. 1997년 하남-광주간 43번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 미군부대 절개지

에서 다량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하남 시는 미군 측에 합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미

군측이 거부하였다. 

3) 1992년 1건

○ 92년 1월 평택 K-55부대 하수무단방류 

92년 이후 평택 K-55에서는 하루 5천 톤의 생활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진위천을 통해 무단

방류해 오고 있다. 94년부터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2월 ‘군부대하수처리업무지

침’에 따라 미군측이 비용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그 해 7월 미군측이 동의하였다. 2000년 7월, 

평택시와 K-55 부대 사이에 건설비용 부담액 산정을 하여, 연계처리 관련 시설 내역 등 구체적

인 사항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K-55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부대 내 시설에서 자체 처

리하고 있으며, 장당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40천 톤/일 -> 65천 톤/일) 완공 예정인 2006.7월부

터 연계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2,568백만 원을 2004.5월 납부하였

고 연계처리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장당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되고 하수가 유입되

면 부관할 예정이다.

4) 1994년 2건

○ 94년 2월24일 원주 캠프이글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유 방류 

오전 9시 40분 , 원주-횡성간 국도 변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 

상류로 폐유 400ℓ를 방류하였다. 미군부대 변압기 폐유로서, 관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 94년 3월 반환된 3개 미군기지 오염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철수지역(캠프 이즈벨,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 대전 대덕구

의 캠프 에임즈)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5) 1996년 1건

○ 96년 11월 원주 캠프 롱 쓰레기 불법매립 

96년 10월~11월에 실시한 녹색연합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 두어 침출수로 인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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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염을 일으켰다. 

6) 1997년 1건

○ 97년 5월 연천 열화우라늄탄 폭파처리 

5월 15일 미군이 국방부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화우라늄 탄을 일반 포탄 처리장에서 폭파 처

리한 것을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열화우라늄 탄은 핵무기, 화학무기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로 UN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변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문제없다고 밝혔

다. 한편, 8월 1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열화우라늄 탄이 한국에 모두 

이송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주한미군은 이를 부인하였다. 8월 24일 괌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확

인되었다.

7) 1998년 6건

○ 98년 2월 수락산 바위 낙서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꼭대기 바위에 미군들이 미국인 이름, 부대명칭, 소속부

대를 상징하는 그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놓았다. 녹색연합은 4월 사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미군은 답신을 통해 사과 대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청계산, 소요산, 천보산 등에도 낙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98년 2월13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7년 동안 수십만 톤의 건축 폐기물을 산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밝혀졌다. 

2000년 1월 27일 제4차 SOFA 환경 분과위원회에서 미군은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98년 3월7일 의왕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 

부대용 난방과 취사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낡은 배관에서 기름 767ℓ가 유출되

었는데, 미군은 사고 발생 후에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두 달 동안 기름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미군측은 인근 주민에 1억 5천만 원 보상을 하였으며, 미군은 주변 식생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물학적 토양복원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도 복원이 진행 중이다.

○ 98년 8월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름유출 

집중 호우로 보일러실의 지하저장탱크에서 디젤유 550갤런이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 약 5천 평

에 피해를 입혔다. 이후 유류저장탱크를 지상으로 이전하였다. 

○ 98년 8월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징을 발견하였으나 누출 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오염된 토양을 치유

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일보 2004년 11월 22일)

○ 98년 캠프 레드클라우드 : 수해 발생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종하지 않고 불법으로 비밀 

배출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오폐수 방류

 

8) 1999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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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5월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특정폐기물 매립으로 침출수 발생 

부대 내 특정폐기물, 생활폐기물 300여 톤을 불법 매립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였다. 

 

○ 99년 9월7일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매립 

지난 86년부터 부대내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진위

천변에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이 밝혀졌다. 9월 28일 평택시는 미군 부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

구하였고, 10월 5일 환경부가 환경 분과위원회 미측대표에게 미군측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조

치계획을 요구하였다. 10월 22일 평택시장과 미 7공군 부단장 면담에서 미군은 매립된 건축 폐

기물의 선별, 파쇄 후 재활용하고, 향후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은 환경업체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

였다.

○ 99년 9월27일 부산 캠프 하야리야 기름유출 

보일러실의 기름 배관에서 유류 유출되었다.

○ 99년 파주 캠프 하우즈 기름유출

송유관을 통해 200ℓ의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고산천은 물론 토양 1,000㎡를 오염시킨 사건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9) 2000년 12건

○ 2000년 1월7일 평택 K-55부대 항공유 유출 

공군부대 항공유 저장소에서 송유관 이상으로 항공유 400ℓ가 유출되었다. 그러나 미군은 이 사

실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13일에 평택시에 통보하였다. 

 

○ 2000년 1월 20일 군산 미 공군기지 일일 3천 톤 오폐수 무단방류

미군은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하기로 했으나

(2001년 8월), 당초 부담키로 한 공사비 16여억 원(전체 사업비 43억 원 중 시설부담금과 관로 

설계비 26억 7천여만 원은 2001년 9월에 납부)을 내지 않아 종말처리장까지 5.2㎞에 이르는 하

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랜 오폐수 방류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군산시가 

미군 측과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미군기지와 군산 하수처리장을 연

결하는 하수관 공사를 2004년 말에 마쳤다. 그럼에도 미군측이 기지 내 하수를 모으는 중계 펌

프장 시설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2005년 현재도 오폐수가 새만금 해역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

다. 

○ 2000년 4월 7일 미군 제2사단 사격훈련으로 산불 발생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의 1, 국유림에서 미군이 사격 훈련 중 산불이 발생하여 

낙엽송 9천 그루를 포함한 9.5ha가 불에 탔다.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건조주의보가 발령중

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는데도 미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을 자초한데 

대해 산불 피해액 9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 2000년 5월 28일 대구 캠프 워커 등 미군기지내 석면오염 확인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군무원 노조가 주한미군 당국의 석면 오염시설 방치에 항의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과 현지 기지 사령관들(부산 캠프 하야리야, 대구 캠프 워커, 헨리, 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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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캐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연방정부에 제소하면서 알려졌다. 미군 당국은 1996년부터 4

개 기지의 석면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악화시켰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

는 발암성 물질로 내화성과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징을 띠고 있어 타일이나 보일러실 환기

통 등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대기로 누출돼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

킬 수 있다. 

○ 2000년 6월10일 군산 제8전투비행단 제초제 살포로 논 오염

미 공군이 살포한 제초제가 집중호우로 근처 농경지에 유입되어 3.4ha,총 10,000여 평 18농가

의 논에 벼가 말라죽거나 생육부진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 2000년 7월13일 미군 한강 독극물방류 확인

2월 7일, 용산기지 내 영안소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들에게 시체방부제로 쓰이는 포름알

데히드 20박스(1박스당 475ml, 병 24개, 총 480병)를 아무 정화 없이 씽크대로 버려 한강으로 흘

러들게 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맥팔랜드는 이후 영안소 소장으로 승진하였으

며, 한국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2004년 1월 9일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처음

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05년 1월 1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00년 7월22일 평택 K-55 연료탱크 침수로 기름유출 

평택시 미 공군기지에서 JP-8 연료가 약 3,700갤런(70드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이후 미군

은 지상탱크를 설치하였다. 

○ 2000년 8월28일 파주 캠프 하우즈 경유유출

연료탱크 송유관이 파손되어 경유 2,000ℓ가 유출되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땅 속 3m까

지 오염되었고, 마을 개울이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등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환경오염조사

단(학계, 파주시, 경기도)이 주변 토양, 수질오염조사를 벌였고, 미군은 유류탱크를 교체하였다. 기

지 외부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고 복토하였으나, 정확한 오염원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 2000년 9월25일 원주 캠프 이글 상수원 기름유출 

91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주유할 때 새어나온 항공유 찌꺼기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남한강

의 지류이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으로 방류해 왔다. 98년 10월 17일, 1,200여ℓ가 유출되었

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미 양국은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끝내버렸다. 

○ 2000년 10월23일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 

미군이 사용하던 저유소(18기~22기)가 있던 인천시 연수구 문학산 서측 옥골일대(인천시 연수

구 옥련동)가 저유소가 이전한지 30년이 지난 당시까지 기름에 의해 지하수와 토양 전체가 심각

하게 오염된 것을 밝혀졌다. 전체 43만평 중 24만평 정도가 기름에 의한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저유소 시설은 1971년 포항으로 이전되었다. 2004년 12월, 환경부 보

건환경과에서 옥골 주민들에게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기초 조사 진행 중이다. 

    

○ 2000년 11월 9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생활 오폐수 방류 

의정부시의 미군기지에서 98년 수해 발생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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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배출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오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 2000년 11월22일 대구 캠프워커 항공유 유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작업 후 흙은 제대로 다져 놓지 않아 지하 약 30㎝ 정도 깊이에 묻혀있

던 길이 4.5m의 송유관이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파손되어 다목적 항공유 약 4,000갤런이 유출되

었다. 미군측은 이 중 1,900여 갤런을 회수했다고 밝히고, 부신배관을 교체하고 오염토양을 복원

하겠다고 밝혔다.

10) 2001년 6건

○ 2001년 5월21일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2,500갤런 크기의 저유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외부 인근 농토 4,800㎡가 기름에 오염

되어 영농 피해가 발생하였다.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지역사령관이 공식 사과 기자

회견을 가졌다. 원주시는 환경관리공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변지역의 피해 범위와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용역비 3,200만원을 배상받기 위해 한국 정부에 배상신청을 하였다. 

미군은 2003년 4월 원주시에 조사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최초로 미군이 환경피해 

조사비용을 지급한 사건이다. 기지 내부는 미군 측에서 토양 복원 중이며, 기지 외부에 대한 한

미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원주시가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미군 측에 배상청구하기로 합

의하였다. 

   

○ 2001년 7월25일 서울 녹사평역 기름유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용산 기지 내 주유소에서 유출된 

기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5월 서울시, 환경부, 주한미군측이 발표한 공동 조사결과에 따

르면, 발견된 등유와 휘발유 성분 중 미군측은 휘발유만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인정하였

다. 서울시는 조사비용 7억원과 복구 작업에 필요한 6억원을 미군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산 기지 외부를 복원하고 있다. 

○ 2001년 9월21일 영월 필승사격장 기름오염 

격월로 실시되는 유류탱크 점검에서 지상 유류탱크의 콘크리트 바닥의 갈라진 틈새를 통해 

4,500ℓ 가량의 디젤유가 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저장탱크를 교체하고 오염토양(1,400㎥)을 복원

하였다. 

○ 2001년 10월 용산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판매소 인근에서 유징을 발견하여 집수정 2기와 유수분리기 1기를 설치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일보 2004년 11월 22일)

○ 2001년 11월7일 민통선 내 산림 불법훼손 사건

2000년 10월 20일부터 파주시 민통선 내 스토리사격장 일대 공여지 200만평의 땅 둘레에 사

격장 울타리를 만든다며 5m, 길이 10㎞에 이르는 주변 산림 25,000평을 훼손하였다. 당시 산림

복구비용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다. 

○ 2001년 12월13일 파주 캠프 에드워드 기름유출

연료탱크 파손으로 휘발유가 유출되어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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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2년 9건

○ 2002년 3월7일 파주 캠프에드워드 휘발유 유출

주유시설에서 14,800ℓ 분량의 휘발유가 누출되었다. 미군 자체 조사결과 이 주유시설 바닥에 3

군데 금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틈새로 휘발유가 지하로 스며든 것으로 파악하였다. 

 

○ 2002년 5월6일 용산 미군기지 캠프 코이너 기름 유출

메인포스트 북서쪽에 있는 캠프 코이너 내 유류 저장탱크와 송유관에서 난방연료(JP-8)가 유출

되어 미군측이 유출된 유류를 회수하고 오염토양을 복원하였다. 

○ 2002년 5월 용산 메인포스트 기름유출

보일러실 근처 지상유류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지상 유류탱크를 교체하고 인근 배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일보 2004년 11월 22일)

○ 2002년 7월8일 대구 캠프워커 기름유출 

2002년 8월 19일 캠프 워커 골프장 내 1,500여 평의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사실을 주한미군

측이 대구 남구청에 알려왔다. 주한미군측은 7월 8일 최초로 오염사실을 확인했으나 40일이 지

난 후에 통보해 왔다. 또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한 통보가 아니라 오염된 토양의 외부반출(왜관 

캠프 캐롤)에 대한 폐기물 반출신고 절차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미군은 부대 내 골프

장 연못굴착공사 중 5,000㎥의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유출원인은 불명확하다

고 밝혔다. 미군측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3개 지점의 오염도는 2,500, 5,500, 5,900ppm 으로 나타

났다. 

○ 2002년 10월7일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3곳서 기름오염 토양 확인

사우스포스트 내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현장, 부속건물 공사현장에서 각각 3,000톤의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 과거에 사용된 난방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미군측이 오염토양 

2,000㎥을 복원하였다. 

○ 2002년 10월16일 용산 미군기지 종교휴양소 난방유 유출 

한남2동 종교휴양소 담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남산맨션 주차장으로 흐른 사건으로 배관이 낡아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군은 2,700만원을 들여 오염된 토양을 소각처리하고 노후 

배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2년 10월21일 용산 가족공원 연못과 수로에서 기름띠 발견

제보한 시민에 의하면, 1년 전부터 비가 올 때마다 수로와 연못에 기름띠가 발견되었다고 한

다. 현장에서 기름띠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과거 미군이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당시 오염 혹은 

근처 미군기지에서 노후화된 유류저장탱크나 송유관에서 누출된 기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서

울시에서 오염조사 한 결과 기름 성분 발견되지 않았다. 

○ 2002년 12월4일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북쪽 70m 지점 당장에서 10ℓ 이상의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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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TPH 16,486㎎/kg이 검출되어 기준치 2,000㎎/kg를 8.2배 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12월 9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 2002년 12월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용산호텔 옆 지하유류탱크에서 유류 누출되어 지하 유류탱크를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치유

하였다. 집수정을 설치하고 인근 배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

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일보 2004년 11월 22일)

12) 2003년 5건 

○ 2003년 1월 9일 군산 미공군기지 기름 유출 

활주로에서 항공기에 급유하던 중 유류저장소에서 22,700~26,500ℓ의 제트엔진연료가 유출되었

다. 미군측이 먼저 사고발생과 원인조사 연료제거 작업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였

으나, 군산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현장접근을 통제하였다. 현재 오염토양 복원 중이다. 

○ 2003년 1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름유출

유류 저장탱크 교체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이 발견되어 오염토양 복원을 하였다. 

○ 2003년 2월 27일 파주 트윈브릿지 기름유출 

유조차 전복으로 200갤런 등유 유되었고, 오염토양 복원 완료(7㎥)하였다. 

○ 2003년 3월 10일 군산 미 공군기지 기름 유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번지 외 , 미 공군기지 울타리 바로 옆 논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논

에 기름띠가 형성되고 벼들이 붉은 빛을 띠며 모의 뿌리가 검정색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여 미

군기지에 항의했으나, 미군측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산시가 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름성분이 발견되었고, 미군측과 한미 공동조사를 위한 1차 실무위원회를 2004년 5월 19일에 

열었다.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JP-4성분으로 미군이 과거에 사용하던 항공유의 일종인데, 오염

원이 밝혀진 이후 미군측은 오래된 오염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서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오염정화를 미루고 있다. 2005년 4월 26일, 군산시는 환경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조속한 오염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2003년 12월 15일 의정부 흥선 지하차도 기름 유출 

미군부대 난방연료 저장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바로 옆 흥선 지하차도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온 사건이다. 미군이 예산을 이유로 오염조사를 지연시켰고, 미군은 기지 내부, 의정부시는 

기지 외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오염원이 되는 기지내부는 지자체가 조사하지도 못하였

고, 2005년 반환을 앞두고, 2005년 1월에서야 미군측이 기지 외부 오염 정화를 약속하였다. 오염

원은 난방연료 혹은 정비창으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3) 2004년 6건 

○ 2004년 2 월 27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름 유출

항공기 계류장 안의 송유관이 활주로 보수 작업 도중 파손되어 등유 30,000갤런(567드럼 분량)

이 유출되었다. 사고 직후 응급 복구반을 투입하여 유출지점 인근에 웅덩이를 파고 흡착포로 기

름제거 작업을 하여, 기지 밖으로 기름이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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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1일 포천 영평 사격장 기름 유출

영평 사격장 내에서 사용하던 PVC 재질의 직경 10m, 높이 2m 가량의 원형 간이 유류저장탱

크에서 기름이 계속 유출되어 마을 도랑에 50m 정도의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일주일 정도 악취

가 나자 주민들이 신고하였고, 미군은 부주의로 인해 임시유류저장탱크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

생한 사고로 인정하였다. 

기지내부는 미군이 오염원을 제거하였고, 기지 외부 오염조사에서 1군데에서 TPH가 기준치 이

상으로 나왔으며 후속 조치 없었다. 

     

○ 2004년 3월 용산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용산호텔 인근 공사 중 사고로 지상유류탱크 배관에서 유류 누출되었다. 오염토양을 치유하고 

집수정 1기 설치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

일보 2004년 11월 22일)

○ 2004년 9 월 캠프 이글 기름 유출

캠프 이글에서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었고 원주시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건이 경미

하다고 판단하여 사고방제 작업으로 마무리 지었다.

○ 2004년 10월 용산 캠프 코이너 기름유출 

지상유류탱크에서 유류 누출되어 오염된 토양을 치유하고 집수정과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일보 2004년 11월 22일)

○ 2004년 10월 용산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영관숙소 인근 지상유류탱크 배관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오염된 토양을 치유하고 집수정을 설

치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처음 밝혀져 주한미군이 인정한 10건 중 하나이다. (세계일보 2004년 

11월 22일)

14) 2005년 1건

○ 2005년 6월 22일 군산 공군기지

연료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

곽 농수로에 유출됨.

15) 2006년 2건 

○ 2006년 7월 10일 용산기지(Yongsan Garrison)

캠프 킴 인근 지하철 4호선 한전 전력구에서 다량의 유류가 침투

○ 2006년 8월 17일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 유출

8월 4일 흥선지하도 보수공사 중 바닥 깊이 대략 15~30㎝ 사이에서 기름이 나옴. 캠프 홀링

워터의 석유계총탄화수소(TBH, 기름오염수준)는 토양오염 기준보다 무려 32.9배, 지하수오염 기준

보다 24.9배 초과

16) 2007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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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7일 군산 미군기지

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옥서면 옥봉리 농로로 침투. 인근 농경지와 양어장 오염피해

17) 2008년 2건

○ 2008년 3월 12일 원주 캠프 롱 기름 유출

기름유출이 확인된 지역은 2001년 5월 처음 기름이 유출된 지역에서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미군부대와 인접한 농수로임.

○ 2008년 12월 2일 평택 캠프 험프리 기름유출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K-6)에서 송화리 마을로 연결되는 배수로에

서 종류를 알 수 없는 기름이 유출

18) 2009년 3건 

○ 2009년 6월 캠프 이글

기름유출사고. 제2상수원 보호지역인 섬강 상류로 기름 유출.

○ 2009년 8월 메디슨 사이트

대규모 산사태 발생. 98년 메디슨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방제와 토양복원 과정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나무들이 말라죽으며 발생.

○ 2009년 8월 군산 직도사격장

한미공군폭격장. 토양이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오염되었다고 국방부 발표. TNT(화약성분, 발암

물질 C급), 작약성분 RDX 화학물질 검출. 구리납등 중금속 9배이상.

19) 2011년 3건

○ 2011년 5월 캠프 캐롤(Camp Carroll ) 고엽제 불법 매립

캠프캐럴에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고엽제의 일종)라 쓰여진 55갤런짜리 드럼통 250

개 매립 했다는 전 주한미군의 증언.

○ 2011년 5월 26일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미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름 유출은 24일 발생. 당시 미군은 "부대정문 근처 발전기에 있

는 저장탱크에서 센서 이상으로 약 200리터의 기름이 우발적으로 유출됐다"고 밝힘

○ 2011년 7월 7일 의정부 반환기지인 캠프 카일에서 시설 철거 중 석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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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
주한미군의 이태원 도심난동 및 경찰관 살인미수 발생
계속되는 미군범죄 발생

3. 4.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월례 SOFA 공부모임

3. 8. 평택 수갑사건 용의자 미헌병들 전원출국 확인

3. 14.
평탱 미헌병 수갑사건 피해자 면담 및 법률대리인 선임
평택지청 앞 '한국인 수갑연행 미군 헌병 수사 회피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

3. 20.
미군범죄 대응 시민사회단체 1차 대응회의
연대기구를 위한 제안서 작성

3. 25. 미군범죄 대응 시민사회단체 2차 대응회의

3. 28.
용산미군기지 앞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2013. 4. 2. SOFA개정국민연대(준) 3차 모임 및 단체명 제안

4. 10.
SOFA개정국민연대(준) 4차 모임
SOFA개정을 위한 국회의원실 설문조사 실시

4. 25. SOFA개정국민연대(준) 5차 모임

4. 26.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설

4. 29. SOFA개정국민연대(준) 국회 기자회견 실무 점검 회의

4. 30.
한미SOFA 개정 촉구 및 개정안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외교통상부 SOFA운영팀장 면담

2013. 5. 13. SOFA개정국민연대(준) 6차 모임

6. 4.
SOFA개정국민연대(준) 7차 모임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태원 도심난동 미군 1심 재판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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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조직체계

1. 참가단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
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
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
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상 19개 단체)

2. 자문위원단

인재근 / 이종걸 / 김광진 / 이상규 / 장하나 (이상 국회의원)
정태욱 / 오미영 / 이호중 / 오동석 / 김진현 / 최승환 (이상 교수)
이석태 / 이정희 / 장경욱 / 조영선 / 천낙붕 (이상 변호사)

3. 공동대표

- 각 참가단체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음.
- 대표자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4. 상임대표

이장희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장주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박상희 목사(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장)

5. 상임집행위원회

상임대표 3인 / 법률지원단장 / 소파개정안기초팀/ 미군범죄피해신고센터장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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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실무대표  (상임집행위원장 : 권정호 변호사)

6. 법률지원단

하주희 변호사(단장) / 김종우 변호사 / 김유정 변호사 / 장연희 민변 간사

7. 소파개정안기초팀

권정호 변호사(팀장) / 김행선 미국변호사 / 배영근 변호사 / 박치현 변호사 / 박
진석 변호사

8. 미군범죄피해신고센터

주미본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박정경수 사무국장이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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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사업계획

1. 한미 SOFA 개정안 발표

9월경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작성, 소파개정을 지지하는 의원
들과 공동으로 발표

2. SOFA 개정 국회결의 추진

가칭 ‘소파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모임’이 중심이 되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한미주둔
군지위협정에 대한 개정 결의안이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

3. 피해자 구제활동

미군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 미군범죄에 대한 기소 및 
재판 감시활동 / 기타 변론활동

4. 대중해설서 및 매뉴얼 발간

하반기 대중실무용 SOFA 해설 책자 및 미군범죄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 
발간

5. 국제연대 사업

일본, 독일, 필리핀 등 외국 SOFA 관련 시민단체와의 국제연대,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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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 선언문

우리는 11년 전 오늘 미선이와 효순이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
한 사건에서 가해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의 결과,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
나 10년이 넘도록 SOFA 조항의 글자 한 자 바꾸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을 목도하고, 
그간 SOFA 개정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들의 연이은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 민간인에 대한 수갑
연행과 그치지 않는 주취폭행 사건, 대낮 도심에서 공기총 난사와 경찰 공권력 무력
화에 이어 녹사평역 기름유출로 인한 대규모 토양오염까지, 주한미군의 범죄에 의해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에서 국가 위신과 국민 자존심의 
실추를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다.  이 근저에 불평등한 한미SOFA가 존재함을 체감하
는 우리들은 그간 미군범죄 대응 및 SOFA 개정을 위한 노력이 사건 발생시 여론에 
떠밀린, 즉자적․일과적 대응에 머물렀음을 솔직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종전 대응방식 및 개정운동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최근 빈발, 심각
화하는 미군범죄 등 SOFA 문제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국
민의 공분을 바탕으로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을 목표로 끈질기게 활동하는 상설적
인 국민행동체를 조직하려 한다.  오늘 발족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
대’는 평화통일 등 각 시민단체, 법률 등 전문가단체, 여성․종교․인권단체, 피해자 모
임 및 정치인 등 개별인사를 망라하는 대중적인 연대운동을 지향하며, 정부 및 국회
를 상대로 한 상층사업과 직접 대중활동을 조직하는 하층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
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는 올 9월경 소파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고, 이를 토대
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SOFA 개정 결의안이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일상적으로 미군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와 기소 및 재판 감
시 등 법률지원활동은 물론, 노동조합 및 시민들을 상대로 한 SOFA 관련 교육홍보 
활동에 주력할 것이고, 나아가 외국 SOFA 관련 시민단체와의 국제연대사업에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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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출범을 내외에 선포하는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의 목표는 한미 상호간의 호혜평등과 사법주권의 회복, 한국민
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되는,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이다.  20여개 단체가 연
대하여 오늘 발족하는 우리 SOFA 개정 국민연대는 더 많은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의 
참여를 기대하며, 국민과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범국민적인 ‘한미
SOFA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미 SOFA가 전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
갈 것이다.

2013. 6. 1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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