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lockading Powers against Venezuela 사건
(Germany, UK, Italy v. Venezuela, 1904. 2. 22. 판결)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대외 채무 지급 동결을 선언한 베네주엘라를 압박하기 위해 직접 군함을
파견해 해상 봉쇄를 실시한 영국, 독일, 이태리가 여타 채권국에 비해 채권 회수시 특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베네주엘라는 1823 년 독립 후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해 다수의 이권을 독일 등 서구
열강 기업에게 양허하였고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1899 년 집권한 Cipriano Castro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대외 채무 지급을 거부하였고 베네주엘라 내전 중에 서구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독일, 영국, 이태리는 베네주엘라와의
협의가 실패하자 군사력을 동원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1902 년 12 월 군함을
동원하여 베네주엘라 항구를 봉쇄하였다. 스페인, 멕시코, 벨기에, 화란, 덴마크 등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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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과 균등하게 분배받을 수는 없으며 보다 많은 액수가 자신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주엘라와 이들 3 개국은 30% 재원의 특혜 배분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1903 년 합의하고 재판을 청구하였다. 3 개국이 특혜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결하여 달라는 청구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765

판정부는 베네주엘라가 봉쇄 3 국과 여타 채권국을 구분하여 부채 탕감 및 채무 상환
방안을 별도로 협의하였고 여타 채권국도 관세 30% 재원의 동등 배분을 주장하기는
하나 봉쇄 3 국의 특혜 주장에 대해 봉쇄 종료시는 물론 1903 년 재판 회부 의정서
체결시에도 항의하지 않은 점 등 봉쇄 3 국이 여타 채권국가에 비해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독일과 영국은 1903 년 중재 의뢰 의정서 협상시 일관되게 배상
의무의 충분하고 정확한 이행을 주장하였으며 베네주엘라도 아무 항의 없이 이를
수용하였고 여타 채권국은 봉쇄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면서 봉쇄로 인해 창설된
상황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음을 감안할 때 재판부는 봉쇄 3 국이 베네주엘라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 여타 채권국과 구별되는 특혜 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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