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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

하늘에서 태어난 아기,
국적은?
2008년 12월 31일, 네덜란드 발 미국 보스턴 행 노스웨스트 항공 059편에는 승객 124명이 탑승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탑승객은 125명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비행 도중 늘어난 승객은 다름아닌 아기였다.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우간다 국적의 한 여성
이 임신 8개월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일찍 세상을 보게 된 것이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6시간쯤 지나자, 이 우간다 여성이 승무원을 급하게 찾았다. 의사를 찾는다는 말에 승무
원은 상황을 직감했다. 기내 방송을 통해 의사를 찾기 시작했고, 다행히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었고, 그 도움
으로 무사히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 힘찬 울음을 터트리자,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고.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일단 사샤(Sasha)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6.5파운드
(2.95kg)의 건강한 상태였다고 한다. 참,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축하 받을 일이다. 비행기 안에 탑승한
승객 모두가 축하해 줄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태어난 아기도 드물겠으니 말이다.

그럼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의 국적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다가 태어난 아기는 국적이 어딜까? 위 사례를 가정
한다면, 어머니 국적을 이어받아 우간다? 아니면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항공기의 위치인 캐나다? 아니면
미국 항공사였으므로 미국? 참 애매하고도 궁금하다. 이 아기의 국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국적이 어떻
게 부여되는지 원칙을 먼저 참고해야 한다. 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
해진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적이 정해지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 prinzip)와 속인주의(屬人主義,
Personal prinzip) 원칙을 들 수 있다. 즉,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속지주의, 태어난 장소와
는 상관없이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나라가 한 가지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원칙과 기준 때문에 이중 국적 혹은 무국적 결과가 나타
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어디서 태어나
든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이 한국이면 태어난 2세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조건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이자 이민자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원칙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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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갖기 위해 일부 부유층의 미국 원정출산이라는 행태가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미
국인이면 그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속인주
의를 둘 다 채택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도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둘 다 국적 부여 기
준으로 삼고 있으며, 서방 국가 상당수가 이와 유사하다.

이중 국적? 아니면?
위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미국 국적 항공기 안이었지만, 태어난 실제 장소는 캐나다 상공이었고,
부모 국적이 우간다였는데, 이 아기의 국적은 어디로 정해져야 할까? 캐나다와 미국 모두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국적이 충돌하고 있다. 아니 우간다 국적까지 포함해 세 가지 국적들이 혼재되어
혼란이 생겨 버렸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특히 국제선의 경우는 비행기 안에 들어서면 목적지 국가의 영토
로 생각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니 이미 미국 영토에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 국적을
부여해야겠지만, 실제 이 항공기가 통과하던 위치는 캐나다 영공이었기에 캐나다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 어쨌건 노스웨스트 항공 059편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적어도 2개의 국적은 보유하게
되었다. 우선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어머니 국적인 우간다, 그리고 항공기 통과 지역이던 캐나다 국적
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당시 언론들도 그렇게 전했다(이후 국적 부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
시에 미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기에 이중 국적을 넘어 삼중 국적을 보유하게 되었
을 지도 모른다.

글 I 한 가족 블로그

참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임산부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기준을 임신 32주까지(약 8개월)로 정하고
있다. 32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통해 항공기에 탑승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자칫 위 사례처럼 비행 중에 아기를 낳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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