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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rrest and Return of Savarkar 사건 

(France v.  UK, 1911. 2. 24. 판결)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인도로 압송 도중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탈출하였으나 프랑스 경관에게 

체포된 후 영국에게 인도된 인도 독립 운동가 Svarkar 의 신병을 영국이 다시 

프랑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Vinayak Damodar Savarkar 는 

인도의 유명한 독립 운동가, 정치인, 

철학자이다. 힌두 국가로서의 인도를 

주장하는 힌두주의의 주창자로서 

마하트마 간디의 노선과 달리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 년 3 월 영국에서 활동 중 

체포되었으며 영국은 인도에서 재판 

후 처리하기 위해 화물선 Morrea 

호에 승선시켜 1910 년 7 월 인도로 

압송하였다. Morrea 호가 항해 도중 

7 월 6 일 프랑스 마르세이유 항에 

일시 정박한 틈을 타 Savarkar 는 7 월 7 일 아침 선창으로 탈출하여 헤엄친 후 부두에 

상륙하였다. 이 과정은 마침 근처를 순찰 중이던 프랑스 경관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경관은 수백 미터 추적 끝에 Savarkar 를 체포한 후 뒤따라오던 영국 및 인도 선원과 

함께 Morrea 호로 승선하여 갑판에서 책임자에게 인계하였다. 탈출부터 인계까지 십 

수분 내에 일어난 일이었다. 프랑스 경관은 Savarkar 의 인적 사항 및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영국측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프랑스 경관은 잘못을 

저지른 선원 중의 

하나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짐작하고 

경위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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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ea 호는 다음 날 인도로 출항하였으며 Savarkar 는 재판 후 50 년 형을 언도받았다.  

뒤늦게 프랑스 경관의 보고를 내무성을 경유하여 입수하게 된 프랑스 외무성은 

Savarkar 가 프랑스에 상륙한 이상 프랑스의 관할권 아래 있으므로 망명 희망 의사 확인 

또는 불법 입국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고 영국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헌법에 박해받는 자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조항까지 두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영국의 탄압을 받는 식민지 저명 인사를 

스스로 영국측에 넘겨주었다는 비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소정 

절차를 생략하고 무단으로 인도받은 Savarkar 를 다시 프랑스에 인도하여 줄 것을 

영국에 요청하였으나 영국은 프랑스 경관이 스스로 체포, 인도해준 만큼 그를 다시 

프랑스에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묵살하였다. 양국은 협의 끝에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Savarkar 를 프랑스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영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부는 이 사건의 정황상 프랑스로 도피한 자의 신병을 영국이 사술(詐術)이나 

무력을 행사하여 확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며 체포, 인도 및 출항 과정 중에 프랑스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고 체포 과정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불법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식이 없이 선의에 의해 행동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프랑스 경관의 행위는 

Morrea 호 출항 이전까지 상부에 의해 취소되지도 않았고 Morrea 호 선상의 영국 

호송관은 프랑스 경관의 행동이 상부의 지시에 따랐거나 승인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Savarkar 의 체포나 인도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탈주자를 상대국 관헌이 실수로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탈주자를 인수한 

국가에게 그를 다시 상대국에 환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상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page. 3~4).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