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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지휘 책임은 자신의 실효 통제 하에 있는 부하(하 자)의 범죄에 하여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한 국가,군, 는 이에 하는 조직의 지도자

(상 자)가 부하(하 자)의 국제범죄를 방지,억제,처벌,보고하지 않은 경우

에 상 자에게 성립하는 형사책임이다.지휘 책임의 객 요건은 부하에

한 상 자의 실효 통제(상 자-하 자 계),부하의 범죄에 한 상 자

의 의무 불이행(부작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고,주 요건은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 는 인식의 실패이다.국가의 개입이나 묵인이라는 국제범

죄의 집단범죄성은 상 자가 부하의 국제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 능력,

즉 상 자의 부하에 한 “실효 통제”라는 요건에 반 된다.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는 독립범죄설과 책임형식설이 립하고

있다.책임형식설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부작 에 의해 가담·참여한 공범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반하여,독립범죄설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 자의 부작 에 한 형사책임으로 부하의 범죄와는 독립된 범

죄라고 이해한다.책임형식설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를 유죄로 처벌하여

온 국제형사재 의 실무를 설명하는데 용이하지만,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

여 알지 못한 경우와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상 자가 처벌(보고)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데 난 을 보여 다.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립은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책임형식설을 택하는

경우에 국제형법의 통일 ·일원 지휘 책임이 각국의 공범체계에 따라 재구성

되면서 지휘 책임이 그 유형별로 분리되고,결국은 국가별로 지휘 책임의 내용

이 달라지는 결과를 래한다(지휘 책임의 다원화).

독일은 지휘 책임을 국제형법 에 도입하면서 상 자의 고의와 과실,작 의

무의 내용을 기 으로 3가지 규정을 만든다.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

면서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 상 자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총칙

규정 1개(제4조),상 자의 고의 는 과실의 감독의무 반과 과실에 의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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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의 방지의무 반을 결합한 감독의무 반죄(제13조),부하의 범죄를 고지

하지 않은 부작 를 처벌하는 범죄보고불이행죄(제14조)를 규정하 다.우리나라

의 ｢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국제범죄처벌법”)은 독

일의 국제형법 을 참고로 하 으나 독일 국제형법 의 제13조와 제14조에 해당

하는 내용을 하나의 직무태만죄로 구성함으로써 독일과 달리 2개의 조문(국제범

죄처벌법 제5조,제15조)을 두고 있다.

독일 국제형법 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제범죄처벌법은 직무태만죄(제15조)에

시효가 용되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처벌하지 않

고 있다.지휘 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죄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그 용

상과 법 성격이 다르다.불고지와 달리 지휘 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죄는

시민의 양심의 자유나 정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인권

을 유린한 지도자들의 의무 반을 처벌하는 것이다.지휘 책임에 한 시효의

용과 과실 범죄보고불이행죄의 불벌은 국제형사재 소(ICC)로마규정과 배치

되며,국제범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주요 국가들의 로마규정의

이행입법과도 다르다.따라서 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ICC에 하여 가지고 있는 자국민에 한 우선 재 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지휘 책임에 시효의 용을 배제하고,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국제범죄처벌법의 문제 을 보완하는데 필수 인 내용을

담은 지휘 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을 제안한다.한편,지휘 책임에 한 각

국의 입법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범죄설에 기 한 지휘 책임 “ 면개

정안”(私案 II)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장래의 입법에

참고가 되도록 하 다.

주요어:지휘 책임,상 자책임,국제범죄,야마시타,집단범죄,국제형법,실효

통제

학번 :2012-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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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야마시타(山下奉文) 장의 하루는 짧았다.부하들이 수천명의 필리핀 민간인

을 처형하고 수백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있는 동안,야마시타는 맥아더의 진

격을 막기 한 작 계획에 몰두하 다. 쟁이 끝나고 야마시타는 말한다.자

신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잔혹한 일들을 막기 해 온 힘을 다했

을 것이라고.야마시타가 부하들에게 학살을 명령했다는 것은 풍문이었다.야마

시타가 부하들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었다.확실한 것은 일

본군이 수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그 동안 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었다.미군 군사 원회는 고민하 다.끔직한 범죄들이 조직 으로 범 한 지

역에서 발생하 다.범죄를 직 지른 일선 지휘 들과 사병들만 처벌해야

하는가?야마시타의 말 한디만 있었으면 량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그런데,

야마시타는 무 바빠서 몰랐다고 한다.무슨 근거로 부하들이 지른 범죄에

하여 야마시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미국 군사 원회의 고민에서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이 탄생하 다.자신의

지휘·통솔 하에 있는 부하(하 자)가 량 살상,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질 을 때 단순히 이를 몰랐다는 이유로 지휘 이 자동면책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기 로 한 국내 형법의 기 과 원칙이 국

제법에서는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오히려 문명국가가 발 시켜온 형사책임

에 한 원칙과 기 이 국제범죄의 처벌에도 수되어야 하지 않는가?지도자

의 국제범죄에 한 부작 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들을 지휘 책임의 개념 하

에 본격 으로 검토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의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소 “실세”를 처벌

하는 원칙이다.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은 이 원칙의 근거를 조직의 지도자인

실권자(實權 )가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찾

았다.그러나,책임주의 원칙에 의하면 부하의 범죄를 알면서 방지하지 않은

지도자는 부분 방조범에 불과하다.부하의 범죄를 알지 못하여 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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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지도자는 불가벌이거나 과실범에 불과하다.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이

후에 이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상 자는 직무 반죄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받겠지만,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를 처벌하

는 것은 형법의 책임주의에 반한다.

국제범죄라는 집단범죄를 규율하는 국제형법에도 책임주의는 철되어야 한

다.지휘 책임이 책임주의 반이라면 국제형법에서 이 원칙이 성립되고,

범 하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선진 각국은 이 게 논란이 되는 원칙을

자국의 형법에 왜 도입하 을까?이 논문은 지휘 책임이 입증책임을 가하

거나,결과책임이나 집단처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라고 보지 않는다.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인 지휘 ,상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을 반 하는 것이며,개인주의,자유주의에 입각한 국내 형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책임주의는 개인주의,자유주의 형법의

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국제형법의 제이기도 하다.따

라서,지휘 책임은 책임주의 형법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

제되며,이것은 지휘 책임의 집단범죄성과 형법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조화시

킬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 논문은 지휘 책임이 부하의 범죄에 참여하거나 가담하는 공범(책임형식

설)이 아니라 부하의 범죄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반한 지도자의 부작 를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독립범죄설)라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 부하를 정범으로 보고 상 자를 정

범의 범죄에 참여·가담한 공범으로 보는 것이 상 자의 행 의 불법과 책임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인가?부하에 하여 명령,지휘권을 가지는 지도자가 부

하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하여 지는 책임이 부하의 범죄로부터 생하는 부

수 ,종속 책임이라는 공범론 구성이 량참사를 발생시킨 국제범죄에서

타당한 것인가?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개인의 개별

행 를 심으로 한 형법의 원리들을 국제범죄에 그 로 용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공범론을 기 로 지휘 책임을 재구성한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 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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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은 국제범죄를 지른 부하를 상 자가 과실로 처

벌하지 못한 경우를 지휘 책임에서 제외하고 있다.야마시타는 범 하고

조직 으로 발생한 부하들의 범죄를 알지 못하 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졌

다.IMTFE(도쿄 국제군사재 소),ICTY(구유고국제형사재 소),ICC(국제형

사재 소)는 물론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경우를 지휘 책임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우리의 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의 기 이나 주요 국가들의 지휘 책임과

달리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 지휘 책임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I.선행연구의 검토

1.외국의 연구

륙법계에서는 Mettraux(네덜란드),Meloni(이탈리아),Nybondas(네덜란드)

가 지휘 책임을 주제로 한 문 단행본을 비슷한 시기에 출간하 다.1)이들

은 지휘 책임에 한 ICTY의 례를 정 하게 분석하고 습국제법의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후행 연구에 큰 도움

을 주었다.Nybondas는 특히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한 지휘 책임의

용을 으로 다루었고 ICC의 로마규정(RomeStatute)이 민간인 상 자

(문민실권자)와 군지휘 을 구분함으로써 래한 문제 을 지 하 다.

한편,Sliedregt(네덜란드)는 “국제법에 있어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통해 국

제형법의 책임형식(modesofliability)이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과 련이 있

다는 단서를 제공하 다.이 책의 주제는 국제형법의 책임에 한 일반론이었

1)G.Mettraux,TheLaw ofcommandResponsibility,OxfordUniversityPress,2009;C.

Meloni,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M.L.Nybondas,Command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bility to Civilian

Superiors,TMC AsserPress,2010;M.P.W.Brouwers(ed.),The Law ofCommand

Responsibility,WolfLegalPublishers,2012는 지휘 책임에 한 례의 내용을 발췌하여

모아 놓은 것으로 연구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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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휘 책임에 을 맞추지는 않았다.2)독일 Mannheim 학교의 형법

교수인 Bülte는 “형법의 지휘 책임”을 최근 출간하 다.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 형법에서 지휘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으며,지휘 책임을

독일 일반 형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

미국에서는 야마시타 결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 주제가 되었다.야마시타

결을 벗어나 지휘 책임 일반을 연구한 단행본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권두에

포함시킨 Rockwood(미국)의 “뉘른베르크와의 결별”이 있다.그는 지휘 책임

의 법리 분석보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미국의 지휘 책임의 계에 심

을 가졌다.4) 학술지 논문인 Damaška의 “지휘 책임의 부정 측면”과

Danner와 Martinez(각 미국)가 공동으로 기술한 “연좌제”는 지휘 책임이 책

임주의에 배된다는 문제제기를 하 다.5)Robinson(캐나다)의 “지휘 책임이

왜 이 게 복잡해졌을까?”라는 논문은 지휘 책임을 책임형식(a mode of

liability)설로 설명하려고 한 미법계 최 의 본격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Robinson은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인정

2) 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Sliedgret의 2012년 서는 동녀의 2003년 서인 “TheCriminal

ResponsibilityofIndividualsforViolationsofInternationalHumanitarianLaw”를 보완,발

시킨 것이다.E.V.Sliedregt,TheCriminalresponsibilityofIndividualsforViolations

ofInternationalHumanitarianLaw,T.M.CAsserPress,2003,참조.

3)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

4)Rockwood (Captain)는 미국 육군 소속 정보장교로 Haiti(하이티)에서 작 을 수행 하

이티 정부(RaoulCédas독재정권)의 정치범 수용소를 방 하는 미국의 정책에 항의하다가

항명죄로 처벌되었다.제 후 미국 외교사를 공하여 박사학 를 받았고,2007년 Walking

Awayfrom Nuremberg를 출간하 다.L.P.Rockwood,WalkingAwayfrom Nuremberg,

UniversityofMassachusettsPress,2007.

5)Damaška는 륙법에 속하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미국의 Yale 형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

다.Damaška는 부하의 범죄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부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경우

에 상 자가 부하가 지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내 형법의 책임주의

(culpabilityprinciple)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Damaška는 지휘 책임이 자기책임

(justdesserts)을 벗어나 일반 방(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MirjanDamaška,“TheShadow SideofCommandResponsibility”,TheAmericanJournal

ofComparativeLawVol49,2001;Danner와 Martinez의 논문은 국제형법이 형법,인권법,

이행기 정의(TransitionalJustice)라는 세 가지 분야(discipline)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형법의 유책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Danner,

Allison Marston/Martinez,Jenny S.,“Guilty Associations:JointCriminalEnterprise,

CommandResponsibility,andtheDevelopmentofInternationalCriminalLaw”,California

LawReviewVol.93No.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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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만 지휘 책임이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6)

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의 오랜 연구 주제 음에도 불구하고,국제범죄의 집

단범죄성,지휘 책임의 법 성질,그리고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일 된

이론에 의해 설명하는 문헌이나 각국의 지휘 책임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국내의 연구

2005년 김응학의 “지휘 의 부작 로 인한 형사책임”은 지휘 책임에 한

쟁 과 국제형사재 기구들의 례를 소개한 국내 최 의 박사학 논문이

다.7)이 논문은 지휘 책임의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를 구별하고 있다.8)지휘

책임이 ICTY,ICTR의 례를 통하여 습국제법으로 확립됨으로써 처벌의

정당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처벌의 공정성 문제를 지휘 책임의 성립

요건( 용요건)의 문제로 악하여 이것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 으

로 삼았다.이 논문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지휘 책임에

한 입법례와 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후행 연구에 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 다.2005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례와 논의가 반 되지 못한 것

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임덕규의 1996년 “ 쟁법과 지휘 의 책임”,1997년 “부하의 법행 에

한 상 (지휘 )의 지휘책임”은 야마시타 결과 1977년 제1추가 의정서의 지

휘 책임을 소개하 고,9)2005년 김 석의 “ 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

6) D.Robinson,“How Command Responsibility Got So Complicated:A Culpability

Contribution,itsObfuscation,andaSimpleSolution”,MelbourneJournalofInternational

LawVol13,2012.

7)김응학,국제형사법상 지휘 의 부작 로 인한 형사책임 – ICTY와 ICTR 례를 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06.

8)이 논문은 지휘 책임에 의한 처벌의 정당성을 습국제법 외에도 첫째,국가들이 국제사회

의 기본 가치의 수호에 하여 공감하게 된 ,둘째,지휘 이야말로 쟁 상황에서 인권

수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셋째,지휘 의 의무불이행에 따르는 희생이 무

크다는 ,넷째,역사 경험으로 볼 때 부하의 범죄행 에는 사실상 공모와 다름없는 묵인

이 있었다는 ,다섯째,이러한 큰 희생을 막을 막 한 책임이 있는 미래의 지휘 에 한

방 억제 효과 등에서 찾고 있다.김응학,국제형사법상 지휘 의 부작 로 인한 형사책

임 – ICTY와 ICTR 례를 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06,6-7면.

9)임덕규, 쟁법과 지휘 의 책임,국제법학회논총 41권 2호, 한국제법학회,1996;임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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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 자의 책임에 한 고찰”은 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

의 해석과 련된 례들을 소개하고 있다.10)2007년 박 섭의 “부하의 쟁

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은 우리나라의 로마규정 이행입법인 ｢국제형

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을 분석하 다.이 논문은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은 지휘 은 자기가 허가,명령한 행 와 묵인 는 간과한 행

에 해서 책임을 진다는 제한 지휘책임이라고 설명하면서 지휘 책임에

서 군사 필요의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자

기책임의 원칙,불법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 이행법률의

지휘 책임은 법정형이 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1)2007년 이태엽의 논문

“국제형사법상 시 지휘 책임의 법 성격”은 지휘 책임에 한 례를

개 하고 지휘 책임과 부진정부작 범의 법 구조가 같다고 주장하면서 상

자에게 과실만 있는 경우는 책임주의에 비추어 지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12)2007년 이진국의 논문 “국제형사재 소에 한

로마규정 제28조의 상 자책임”은 제3자에 한 감독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보

증인의무를 지휘 책임의 실질 근거로 보는 독일의 보증인설(부진정부작

범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지휘 책임의 범죄체계론상 지 에 하여 타

인의 불법행 에 한 책임의 확장이라는 에서 공범론에 치하지만 부작

범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으나 본격 으로 지휘 책임의 법 성질

에 한 논의를 개하지는 않았다.13)2013년 필자의 “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은 야마시타 결을 소개하고,우리나라의 ICC 로마규정 이행법률이

독일의 이행입법(국제형법 )의 입장을 따른 것을 비 하 다.14)

연구들은 습국제법과 ICC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을 소개하는데 기여

부하의 법행 에 한 상 (지휘 )의 지휘책임,인도법논총 1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

구소,1997.

10)김 석, 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 기타상 자의 책임에 한 고찰,인도법논총 제

25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5.

11)박 섭은 2007년 당시 공군 령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 사 다.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인도법논총 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7.

12)이태엽,국제형사법상 시 지휘 책임의 법 성격,법조 통권 제614호, 한변호사 회,

2007.11.

13)이진국,국제형사재 소에 한 로마규정 제28조의 상 자책임,아주법학 1권 3호,2007.

14)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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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지휘 책임의 탄생배경인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을 논의의 출발 으

로 하지 않았다.결과 으로 지휘 책임의 처벌 근거와 법 성질,지휘 책임

의 성립요건,각국의 지휘 책임의 차이를 일 된 기 에 의하여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15)지휘 책임의 집단범죄성과 그 형법 효과는 와 같이 국제형

법의 지휘 책임을 직 연구 상으로 한 논문보다는,5·18 주 민 학살16)

이라는 실 문제의 고민을 통해서 보다 실증 으로 분석되었다.

한인섭은 12·12군사반란에 한 검찰의 1994년 12월 기소유 처분,5·18

련 사건에 한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론’을 근거로 한 1995년 7월 ‘공소권

없음’처분과 그 이후 검찰이 태도를 변경하여 신군부의 두환,노태우 등을

구속기소한 이후 이루어진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1심,항소심,상고심 재

에 한 논문들을 발표하 다.17)1심 결은 12·12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15)2014년 박미경의 “국제형사법상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에 한 연구”는 집단범죄를 다루는

국제형법의 책임원칙이라는 범 한 주제 하에서 지휘 책임,공동범죄집단,범행지배론에

한 재까지의 례 이론(jurisprudence)을 소개하 다.이 논문은 지휘 책임보다는 공동

범죄집단과 범행지배론의 비교에 을 두고 있으며,ICC1심 재 부가 미법의 공동범죄

집단을 배척하고 독일법의 범행지배론을 기 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는 국제형사재

의 최근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박미경,국제형사법상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에 한 연구,

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2014.

16)“5·18”에 한 명칭은 “5·18 주 민주화 운동”,“5·18 주항쟁”,“5·18 주학살”등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두환,노태우 등 피고인에 한 재 은 일반 으로 “5·18재 ”이

라고 불리고 있다.시민들의 항권 행사라는 측면을 강조하느냐,신군부의 범죄라는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는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

에 한 것이고,“5·18 주 시민 학살”은 피해 규모가 표 되지 않는다는 에 비추어

“5·18 주 민 학살”로 부르기로 한다.

17)5·18 주 시민 학살에 한 한인섭의 논문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재 에 응하여 수회

에 걸쳐서 발표되었는데,그 요 논문은 “5·18,법 책임과 역사 책임”(1995)과 “5·18

재 과 사회정의”(2006)에 수록되어 있다.“5·18,법 책임과 역사 책임”은 1995년 7월 18

일 검찰이 신군부에 하여 ‘공소권 없음’결정을 한 직후 출간되었다.“5·18재 과 사회정

의”의 4장 “12·12사건에 한 검찰의 기소유 ,무엇이 문제인가”는 12·12사건에 한 검

찰의 기소유 에 한 반박을,1장 “정치군부의 내란행 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은

5·17비상계엄확 와 5·18 주 시민 학살에 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한 반론을

담고 있다.2장 “5·18재 의 입체분석”은 두환,노태우 등 피고인들의 12·12,5·17,5·18,비

자 사건 등 4가지 범죄사실에 한 1심 결을 분석한 것이고,3장 “5·18재 과 과거청산”

은 항소심과 법원 결을 분석하 다.5장은 5·18 주 민 학살에 한 총평으로 사건의

말과 재 의 법 쟁 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에 하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피해배상,명 회복,정신계승 기념사업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6

장의 “ 주를 넘어”(KwangjuandBeyond:CopingwithPastStateAtrocitiesinSouth

Korea)는 JohnsHopkins 학의 HumanRightsQuarterly27권 3호(2005)에 게재된 것이다.

이 논문은 세기의 재 으로 부를 수 있는 한국의 5·18 주 민 학살 사건 재 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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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5·18가담자보다 12·12가담자에 하여 무겁게 다루었다고 하

고, 법원은 ‘주시민을 살상함으로써 국가기 을 박했다’는 법리를

개하 다.이에 하여 한인섭은 12·12가 군 를 향한 것이고(반란),5·17이 국

가조직에 한 것이라면(내란),5·18은 국민에 한 량살상(내란목 살인)이

기 때문에 5·18에 가장 큰 비 을 두어야 마땅하며,5·18이 국민( 주시민)에

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국가범죄라는 측면을 법원이 소홀히 다루었다고 비

하 다.18)한인섭은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 주민 학살의 국가범죄(국제범

죄) 성격을 반 하는 책임 이론을 개하 다.즉,“ 가 량살상의 책임자

인가”라는 화두에서 조직체범죄의 경우에는 지휘명령체계의 사실상 는 실질

지배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가 자행된 모든 범죄에 하여 책임을 져

야 하다고 주장하 다.19)이것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에 한 습국제법의

기 을 확립한 1998년 ICTY의 쳴리비취(elebii) 결과 1998년 채택된 ICC

로마규정의 “실효 통제”기 과 같다.20)나아가,5·18재 의 증거재 주의

에 한 분석에서 발포명령이 없었던 경우에도 량살상의 상황을 만든 조직

의 의사결정권자를 밝히는 것으로 입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함으로써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에 한 ICTY의 elebii 결과

맥을 같이 하 다.21)ICTY의 기 재 에서 각 받았던 지휘 책임이 후기에

가서 차 이용되지 않은 원인 의 하나로 ICTY가 최고 지도자들의 처벌에

여 국내 형법에 의해 국제범죄를 재 한 경험을 외국과 공유하고,과거청산에 한 바람직

한 모델을 제시하 다(“ 주를 넘어”라는 번역은 필자).박은정·한인섭 엮음,5·18,법 책임

과 역사 책임,이화여자 학교 출 부,1995;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

2006;In-supHan,“KwangjuandBeyond:CopingwithPastStateAtrocitiesinSouth

Korea”,HumanRightsQuarterly,Vol.27,No.3,TheJohnsHopkinsUniversityPress,

2005,pp.998-1045.

18)한인섭,Ibid.,40,115면.

19)한인섭,Ibid.,54-56,115-116,168-170면.

20)한인섭의 “5·18재 의 입체분석”은 1996년 10월에 발표되었고, 습국제법의 지휘 책임에

한 실효 통제 기 을 확립한 ICTY의 elebii 결이 나온 것은 1998년 11월이었다.

21)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2006,52,-57면;ICTY의 elebii 결은 부하들

에 의해서 질러진 범죄의 존재라는 요건과 상 자가 그의 권한의 범 내에서 그 범죄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요건에 의해 인과 계가 반 되기 때문에 지휘 책

임의 성립요건으로 별도의 인과 계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 결로 인하여 습

국제법의 지휘 책임은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된다.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Trial

ChamberJudgement,16November1998,para.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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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여 이들만을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장에서 범죄를 실행한 자들

의 지휘통제 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한인섭

이 지의 하 지휘 과 병사들도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 한 것도 같은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22)

한인섭은 5·18 주 민 학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형법의 내란목 살인죄

에 한 신군부의 책임을 논증하고자 했다.이 과정에서 조직체범죄(집단범죄)

로서의 국제범죄의 특성에 주목하 으나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 그 자체를 연

구의 상으로 하지는 않았다.한인섭이 5·18 주 민 학살의 책임자를 규

명하기 해서 제시한 이론모델은 국내 형법의 (공모)공동정범을 조직체범죄

의 특성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한인섭이 지휘 (상 자)이 부

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던 경우를 주된 연구 상으로 하 고,상 자에게 과

실이 있는 경우는 시하지 않았던 에서 드러난다.23)이러한 에서 한인섭

의 신군부 책임이론은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책임형식설(공범설)에

가깝다.한인섭 모델의 근 에 국내 형법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상 자가 하

자의 범행을 알지 못하 고 단지 과실이 있었던 경우까지 상 자가 하 자

의 범행에 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24)

II.연구의 범

야마시타(山下奉文)의 유죄 결은 그 역사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형법의 기 인 책임주의(責任主義)나 유책성의 원칙(principleofculpability)을

반하 다는 비 을 받았다.지휘 책임이 습국제법의 원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그 정당성,성립요건에 한 논쟁은 계속되었다.이러한 논란은 결

22)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2006,60-61면.

23)Ibid.,52,55,112,172면 참조.

24)한인섭이 5·18 주 민 학살에 한 신군부의 책임을 구성한 내용은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 고의에 의한 범죄의 참여를 심으로 이론 구성을 한 책임형식(amodeof

liability)설과 유사하다.뒤에서 보듯이 필자는 책임형식설은 국내 형법의 공범론을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에 반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인섭의 연구에서 신군부의 책임모델은 지휘

의 의사결정권,실질 지휘권,통제범 를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는 지휘 책임

에 가깝지만,그 주 요건으로 고의 쪽에 방 을 둠으로써 국제형법의 공동범죄집단

(JointCriminalEnterprise)이나 국내 형법의 (공모)공동정범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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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이 습국제법,ICC로마규정,각국의 이행입법으로

다원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이러한 혼란은 국제형사재 의 기에 국제범

죄의 발생에 실질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처벌을 한 책임이론으로서 지

휘 책임의 유용성이 부각됨으로써 그 법 성질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범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다원화는 단순히 이론 다툼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원에서 재 을 받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래함으로써 재 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한 비 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이 연구는 지휘 책임의 처벌 근거와 법 성격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지휘 책임에 한 책임주의 반 논란을 종식시키고,국

제범죄의 실질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각국의 지휘 책임을 통일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규명하기 하여는 먼 국제범죄의 집단범죄로

서의 특성과 이에 한 처로서의 국제형법의 규범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

다.국제형법의 특성을 반 하는 책임형식들(modesofliability)이 어떤 것이

있는지,왜 이런 다양한 형식들이 국제형법에 출 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뉘른베르크 재 의 집단범죄에 한 응이었던 Bernays의 집

단범죄성론을 살펴보고,지휘 책임과 함께 국제형사재 에서 집단범죄의 책

임자 처벌의 주된 이론으로 활용된 ICTY의 공동범죄집단(JointCriminal

Enterprise)을 간단히 검토한다.

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에서 처음으로 성립되었고 국내 형법 체계에서는 이

에 상응하는 포 형사책임이 없었다고 한다.국내 형법에 없었던 형사책임

의 원칙이 왜 국제형법에서 탄생하 고,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 ,확산되었는

지가 설명되어야 한다.이러한 과정에서 지휘 책임의 필요성과 지휘 책임에

의한 처벌의 정당성(지휘 책임의 근거)이 규명될 것이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규명하기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반이라는 비 속에서 지

휘 책임의 성립요건이 확립되는 과정을 개 할 필요가 있다. 습국제법,

ICC로마규정,각국의 국제형법 이행입법상의 지휘 책임을 비교하는 기회가

필요하다.25) 습국제법의 지휘 책임은 지휘 책임의 성립과 발 과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지휘 책임이 성립한 1945년 미국 군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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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야마시타 결,민간인 상 자(내각의 구성원)에게 지휘 책임을 인정한

도쿄 재 ,지휘 책임이 최 로 성문화된 제네바제 약에 한 1977년 제1추

가의정서,구유고국제형사재 소(InternaionalCriminalTribunalforformer

Yugoslavia,ICTY)의 elebii(쳴리비취)수용소 사건을 분석한다.조약법의

표 로 ICC로마규정을 분석하고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을 용한 국제

형사재 소(InternationalCriminalCourt,ICC)의 Bemba(벰바)사건을 살펴본

다.26)

지휘 책임의 법 성격의 본격 인 분석은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립이 시작되는 ICTY의 Hadžihasanovi(하지하사노비취)사건과 그 이후의

ICTY,ICC의 련 례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여기서는 지

휘 책임의 집단범죄성,성립요건,책임주의와의 조화라는 에서 지휘 책

임의 법 성격을 분석한다.

본고는 국제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의 규명과 이를 통한 우

리나라의 ｢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이하 “국제범죄처

벌법”)27)지휘 책임 규정의 정비와 개선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하여 각국

25)국제법의 법원(法源)에는 습국제법,조약,법의 일반원칙이 있다.ICC로마규정 자체는 조

약이며 ICTY의 례가 표하고 있는 습국제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국제법의 法源

의 하나인 법의 일반원칙을 독자 인 국제형법의 法源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JordanJ.Paustetal,InternationalCriminalLaw3rded.,CarolinaAcademicPress,

2007,pp.5-6,14.

26)국제형사재 기구는 특정 사안에 하여 설립되었던 임시재 소(adhoctribunals)와 항구

재 소인 ICC로 별된다.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 이후 성립한 임시재 소로서

지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재 소는 ICTY 외에도 르완다국제형사재 소(International

CriminalTribunalforRwanda,ICTR),시에라리온 특별재 소(SpecialCourtforSierra

Leone,SCSL),캄보디아 특별재 부(ExtraordinaryChambersintheCourtsofCambodia,

ECCC)등도 포함된다.이들은 지휘 책임에 하여 부분 ICTY의 규정과 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ICTR의 경우처럼 특별히 언 할 필요가 있는 외에는 이 논문에서 별도로 살펴

보지 않는다;SCSL은 국제연합과 SierraLeone정부간에 체결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시에

라리온의 리타운(Freetown)에 설치되었으며,1996년 11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국제인도법

반과 SierraLeone국내법의 반에 한 주요 책임자를 형사소추하고 재 하는 임무를

담당한다(SierraLeone특별재 소 규정 제1조);캄보디아 공화국에서는 국내 사법의 일부로

서 ‘특별재 부’(ExtraordinaryChambers)가 설치되었다.ECCC는 크메르 루즈가 집권기 동

안(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자행한 범죄의 형법 청산에 한 재 업무

를 담당하며 국내법 반과 국제형법 반을 할 상으로 하고 있다.

27)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을 국제범죄처벌법이라고 약칭한다.법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동 법률의 약칭을 “국제형사범죄법”이라고 할 것을 제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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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CC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독일의 국제

형법 을 참고로 국제범죄처벌법을 제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독일 국제

형법 의 연구는 큰 비 을 차지한다.한편 ICC,ICTY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

로서 국제형법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독자 인 내용을 가진

지휘 책임을 구성하 다. 미법계 국가인 캐나다는 독립범죄설에 입각한 지

휘 책임을 입법하 다. 미법계인 캐나다와 국,호주와 륙법계 속하는

독일,네덜란드,우리나라의 이행입법을 비교하는 것은 국내 형법의 정범·공범

의 구별 체계,죄형법정주의에 한 태도가 국내 형법에 지휘 책임이 편입될

때 어떤 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 다.한편,우리나라,독일,네덜

란드와 같은 륙법계에 속하는 일본의 태도는 국내 형법의 체계나 죄형법정

주의만으로는 국제형법의 이행입법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이러

한 국내 형법의 지휘 책임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휘 책임의 법 성

질에 하여 책임형식설을 택하는 경우에 지휘 책임이 국가별로 다원화된다

는 을 논증하고자 한다.그러나,공범과 부작 범에 한 각국 국내 형법의

체계와 이론은 본고의 연구 범 를 벗어나며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규명

하기 해 필요한 정도의 언 에 그친다.

지휘 책임에 한 습국제법과 ICC로마규정의 분석,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고찰,그리고 로마규정에 한 각국의 이행입법의 비교분석을 기

로 우리나라 국제범죄처벌법의 내용을 분석한다.이 과정에서 우리 법이 참

고로 한 독일 국제형법 과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의 비교법 연구를 시

도한다.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 법률의 지휘 책

임이 습국제법이나 ICC로마규정과 같은 국제 국제형법을 반 하고 있는

지,모순이나 문제 은 없는지,가벌성의 흠결로 인하여 ICC로마규정의 보충

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의 문제

는데 “국제형사범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리 인정되고 있는 “국제범죄”라는 용어를

두고 “국제형사범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이 실체법 규정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법 규정[19조

(범죄인인도법의 용),20조(국제형사공조법의 용)]까지 담고 있는 에 비추어 한 약

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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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련 규정의 개정안(改正私案)을 제시한다.필자의 개정안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첫째는 행 국제범죄처벌법에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부분을 지 하는 국제범죄처벌법 지휘 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이다.이 개

정안은 행법의 문제 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만을 담는다.둘째는 장기 으로 국제 국제형법과 각국의 국내 국제

형법의 지휘 책임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립범죄설에 기 하여 구성한 지휘

책임 규정이다.이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의 지휘 책임의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는 “ 면개정안(私案 II)”이다.

III.연구의 방법

이 논문의 목 은 지휘 책임의 처벌 근거와 법 성질을 명확히 규명함으

로써 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이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

벌하는데 특별한 문제 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이러한 목 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지휘 책임이 성립하고 발 하는 역사 과정을 분석한다.지휘 책임

이 성립하는 야마시타 결과 지휘 책임의 법리를 발 시킨 도쿄 재 , 습

국제법을 최 로 성문화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지휘 책임에 한 습국

제법 기 을 확립한 ICTY의 elebii 결,항구 국제형사재 소의 재 규

범으로 지휘 책임을 수용한 1998년 ICC 로마규정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비교법 분석을 행한다.지휘 책임에 한 각국의 입법례를 지휘

책임을 심으로 비교분석한다. 미법계 국가인 국,호주,캐나다와 륙법

계인 일본의 태도와 네덜란드,독일,우리나라의 입법을 검토함으로써 미법

계와 륙법계의 차이 ,지휘 책임에 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각

국의 형법 이론의 차이와 지휘 책임의 계를 살펴본다.특히 우리나라의 지

휘 책임이 참고로 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입법을 비교분석한다.

셋째,지휘 책임에 한 요 례들을 분석한다.미국 군사 원회의 야마

시타 결, 도쿄 국제군사재 , ICTY의 elebii(쳴리비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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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žihasanovi(하지하사노비취)결정,Ori(오리취) 결,ICC의 Bemba(벰

바) 결 등 주요 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은 물론

지휘 책임의 실무에서의 요성과 문제 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넷째,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의 해석론과 정책론(입법론)을 제시한다.

지휘 책임 규정을 입법 취지,문언의 의미 분석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함으

로써 검토하고,문제 이 있으면 해석에 의해서 보완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ICC 로마규정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로마규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 는

지,가벌성의 흠결은 없는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만족시키고 책

임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이러한 분석을 토 로 행 국제범죄

처벌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부분개정안(私案 I)과,이와 별

도로 장래에 우리나라와 각국이 지휘 책임을 통일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면개정안(私案 II)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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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범죄와 지휘 책임

제1 국제형법의 의의와 효력

I.국제형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국제형법(Völkerstrafrecht)은 국제범죄와 그 처벌에 한 규범이다.국제형

법은 국제법(국제공법)과 형법의 결합으로 구성되며,개인의 행 에 하여 형

벌을 부과한다는 에서 형법이지만,그 法源이 국제법이라는 에서 국제법

에 속한다.28)형법과 국제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제형법의 이

성격은 인권과 이행기 정의(transitionaljustice)를 시하는 국제법의 원칙과

체계 엄 성과 책임주의의 조화를 요구하는 형법의 원칙이 긴장 계에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국제형법의 성립,해석, 용에서 형법과 국제법의 원칙과

성격은 충돌을 보여 다.29)이것은 집단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습국제법의

지휘 책임,엄격한 국내 형법의 이론체계에 기 한 국가들의 지휘 책임,그

리고 양자의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ICC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의 차

이에 반 되고 있다.

국제형법의 가장 표 인 法源으로는 국제형사재 기구들의 재 에 의해

확인된 습국제법,국제형사재 소(ICC)의 근거규범으로서의 ICC 로마규정

(조약법)이 있다.30)국제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국제형법을 국제 국제형법

28)국제형법은 국제사회의 형법(dasStrafrechtderVölkergemeinschaft)이다.H.Satzger,

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219;국제형법과

국제형사법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용되고 있다.이것은 미법이 실체법과 차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오랜 통에서 비롯된다.국제형사법을 실체 인 내용과 차 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자를 국제형법,후자를 국제형사 차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따라서 국제형법은

국제형사법을 의미할 때도 있고,국제범죄에 한 실체법만을 의미할 때도 있다. 국에서는

InternationalCriminalLaw를 국제형법으로,일본에서는 국제형사법으로 번역하고 있고,우

리나라는 양자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이하에서 국제형법이라고 할 때는 그 문맥에 따라 국

제형사법을 말하거나 국제범죄에 한 실체법을 말하기도 한다.실제에 있어서 국제형사

차법은 각 국제형사재 기구들의 차법으로 각각 발 하 기 때문에 국제형법(실체법)과

같은 정도의 통일 인 내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29)A.M.Danner/J.S.Martinez,“GuiltyAssociations:JointCriminalEnterprise,Command

Responsibility,and the DevelopmentofInternationalCriminalLaw”,California Law

ReviewVol.93No.1,2005,pp.80-102.

30) 습국제법은 주로 IMT,IMTFE,ICTY,ICTR과 같은 국제형사재 기구들의 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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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esVölkerstrafrecht)이라 하고,국내 법원이 국제범죄에 용하는

형법으로 국내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국내 국제형법(nationales

Völkerstrafrecht)이라고 한다.31)국제형법은 국제법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국내

국제형법은 국제법으로 존재하는 국제형법을 국내 형법에 반 하거나 편입

한 것이다.32)본래 의미의 국제범죄는 습국제법 반에 의한 범죄를 말하

기 때문에 일반 으로 국제형법이라고 하면 습국제법인 국제형법을 말하며,

ICC 로마규정도 습국제법을 상당 부분 반 하고 있다.국내 국제형법은

여 발 하 으며,1907년 헤이그육 규칙,1949년 4개의 제네바 약,1977년 제네바 약들

에 한 2개의 추가의정서,집단살해방지 약과 같은 국제조약은 습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다.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

252;국제형사재 기구들의 습국제법에 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제형사재

기구들이 확인한 습국제법의 내용도 다를 수 있다.한편 ICC로마규정(RomeStatuteof

theInternationalCriminalCourt)은 1998년 로마의 외교 회의에서 체결된 조약(treaty)이다.

ICC의 설립 근거이자 재 규범으로 여서 ICC Statute(ICC 규정) 는 로마규정(Rome

Statute)라고 불린다.이하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31)국제형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Satzger는 의의 국제형법(InternationalesStrafrecht

im weiternSinn)은 국제 요소를 갖는 형법의 모든 역을 말한다고 하면서,그 로 국

제형법, 국가 형법[특히 유럽 형법(Europäisches Strafrecht)],사법공조(Rechtshilfe-

recht),형법 용법(Strafanwendungsrecht)을 들고 있다.국제형법(InternationalesStrafrecht,

InternationalCriminallaw)은 국제법으로부터 직 으로 가벌성이 도출되는 범규범을 말하

며 미법에서 이러한 의미로 국제형법을 사용하고 있다.특히 국제형법을 각국의 법체계에

이행하는 경우에 이것을 국내 국제형법(nationalesVölkerstrafrecht)이라고 하며, 의의

국제형법에 포함될 수 있다.국내 국제형법의 는 독일의 국제형법 이 있다.H.

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34;한편

Satzger는 국제 국제형법(internationalesVölkerstrafrecht)이라는 용어를 직 으로 사용

하고 있지는 않다.그 지만 국제형법의 法源이 되는 습국제법과 국제조약을 국제 국제

형법으로 지칭하고 이것의 특성을 국내 국제형법과 비교하는 것은 지휘 책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 국제형법(internationales

Völkerstrafrecht)과 국내 국제형법(nationalesVölkerstrafrech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같은 이유로 독일의 Bülte도 국제 국제형법과 국내 국제형법을 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47-54ff.

32)국내 법원이 국제형법을 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국내법의 일부인지에 하여는 논의가

있다. 랑스의 법원(Cour de cassation)은 Klaus Barbie 사건에서 Crimes Against

Humanity는 그 성질에 비추어 랑스 국내법의 역에 속하지 않으며,국제형법 질서에 속

한다고 1983년 시하 다.W.N.Ferdinadusse,DirectApplication ofInternational

CriminalLaw inNationalCourts,T.M.C.AsserPress,2006,p.63;J.Lelieur-Fischer,

“Prosecuting theCrimesagainstHumanity Committed during theAlgerian War:an

ImpossibleEndeavour?”,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2,2004,p.233참조;

“독일 국제형법 은 국제형법을 독일 국내 형법 체계에 도입하기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내 형법의 일부가 아니다.”C.J.M.Safferling,“Germany's

AdoptionofanInternationalCriminalCode”,AnnualofGerman& EuropeanLaw Vol

1-3,BerghahnBooks,2004,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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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 로마규정의 이행법률로서 제정되었지만,로마규정을 그 로 따르

지는 않았다. 습국제법,자국의 헌법,형법의 일반원칙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 하여 각국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33)본고에서 국제형법이라고 하는 경우

에 일반 으로는 습국제법으로 존재하는 국제형법을, 의로는 습국제법

과 국제조약( 표 인 것으로 ICC 로마규정)으로 존재하는 국제형법(국제

국제형법)을,최 의로는 국제 국제형법과 국내 국제형법을 포함하는 의

미로 사용한다.

II.국제형법의 효력

국제형사재 기구들은 국제형법을 개인에 한 재 규범으로 용한다.이

것은 자연인인 개인의 형사책임이 국제형법의 규범으로부터 직 으로 도출

된다는 국제형법의 이론 구성과 일치한다.34)국제형법의 국내법상의 효력에

하여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계를 어떻게 보느냐와 련이 있다.일반 으

로는 국제법 우 의 일원주의,국내법 우 의 일원주의,이원주의가 립한다

고 볼 수 있다.상당수의 국가들은 순수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간에 치하

며,이원론 국가라고 하여도 습국제법의 용에 있어서는 일원론 입장

을 취하는 경우가 부분이라고 한다.35)

국제형법과 국내형법의 계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계에 한 일반론보다

더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형벌권은 주권의 가장 표 인 작용이라는

에서 주권국가가 국내 입법 없이 자국에서 국제형법을 직 용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렵다.국제형법의 주된 법원은 습국제법이기 때문에 성문형법만

을 형법의 法源으로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국제형법이 자국에서 직 효력을

33)필자는 국제형법은 국제범죄에 한 법이기 때문에 가 통일된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국제형법이 나라별로 다원화되는 것은 필연 이며 이를 문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그러나,로마규정이 습국제법을 표하는 ICTY의 례를 상당 정도 벗어나

고 있다는 것에 한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다.한편,각국은 국내 국제형법을 자신들의

형법 체계 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는 자신들의 역사나 법감정 등에 따라 변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인류의 보편 가치에 한 침해라고 하는 국제범죄에 한 재 의 결과가 어

떤 재 소에서 재 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국제형법은 보

편 할권(세계주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이러한 결과는 (형법 )정의에 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34)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219.

35)정인섭,신국제법강의 제6 ,박 사,2016,87-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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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많은 나라에서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의 원칙이

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형법의 국내 효력은 결국 국내 헌법이나 국내 형법과

국제형법의 계 문제로 귀착된다.36)

1.국제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principleoflegality,nullum crimensinelege)는 개인이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논리 제로 개인이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지된 행

를 스스로 선택할 때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이 부과된다는 의미이다.37)성문형

법 을 처벌근거로 이해하고 습형법을 지하는 등 형법의 법원을 제한 으

로 악하는 죄형법정주의를 륙법계 죄형법정주의 는 엄격한 죄형법정주

의로 부른다면,커먼로 범죄(commonlaw crimes)와 같이 례에 의한 창조되

는 범죄를 인정하고,형법의 법원(法源)에 성문법 외에도 례를 포함시키는

죄형법정주의를 미법계 죄형법정주의 는 완화된 죄형법정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38)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자에 속한다.39)

36)세계의 부분의 국가들이 형법뿐만 아니라 헌법에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는 실증 인 분석에 하여는 K.S.Gallant,ThePrincipleofLegalityinInternational

andComparativeCriminalLaw,CambridgeUniversityPress,2009,pp.411-424참조.

37)G.Hallevy,AModernTreatiseonthePrincipleofLegalityinCriminalLaw,Springer,

2010,pp.3-4;Hallevy는 죄형법정주의의 하 원칙을 표 하는 4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면

서,형법의 法源,형법의 시간 용범 ,형법의 장소 용범 ,형법의 해석을 들고 있

다.Ibid.,pp.6-8.

38) 륙법계와 미법계의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차이는 례의 法源性에 있다.역사 배경

이 다른 양쪽의 죄형법정주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참고로 Hayek는 “

례법 체계와 법의 지배의 이념 사이에 어떤 본질 인 충돌이 있다. 례법 하에서는 법 이

꾸 히 법을 형성하기 때문에,그가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단순히 용한다는 원칙은 그 체

계하에서는 법이 성문화된 곳보다 덜 완 하게조차도 다루어질 수 없다.”(F.A.Hayek,

ThePoliticalIdealoftheRuleofLaw,NationalBankofEgypt,1955,p.19)고 주장하

으나,약 20년 후에는 커먼로가 사실은 자유와 법의 지배의 보루 다고 말하여 그 입장을

변경하 다고 한다.BrianZ.Tamanaha(이헌환 역),법치주의란 무엇인가,박 사,2014,

134-135면에서 재인용;한편 Bassiouni는 습국제법의 성격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만

족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국제형법을 성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M.C.Bassiouni,

Internationalcriminallaw vol.1,Sources,subjects,and contents3rd ed.,Martinus

NijhoffPublishers,2008,pp.103,105; 미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사회의 핵심 가

치를 반 한다.그 이론 근거는 삼권분립원칙, 고(notice),그리고 법의 지배이며,공정성

(fairness),자유(liberty),민주성(democracy),평등성(equality)의 4가지 가치가 담겨 있다.이

경재, 미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법학연구 제21권 제3호,2010.12.,162면.

39)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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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은 국제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용되지 않는

다고 하 다.40)ICTY는 조약의 근거없이 습국제법만을 근거로 국제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미법계 죄형법정주의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

다.41)1998년 ICC로마규정은 국제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법의 일반원칙을 자세

히 규정함으로써 차 륙법계의 죄형법정주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42)Bassiouni(바시오니)는 국제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특성

으로 습국제법의 法源性,유추해석의 인정,형벌법정주의의 부존재 등을 들

고 있다.43)

Bassiouni(바시오니)에 의하면 국제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유추해석에 의한

국제범죄의 인정과 형벌의 결정을 인정한다.국제법상 허용되는 행 를 국제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지만,국제법상 지되는 행 나 국제법상 지되

는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행 에 하여는 그 행 가 다른 국제범죄와

유사하고,동등한 정도의 해악을 래한다면 유추에 의해 국제범죄로 처벌하

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44)

40)죄형법정주의는 주권에 한 제약이 아니며,일반 인 정의의 원칙이다.TrialoftheMajor

WarCriminalsbeforetheInternationalMilitaryTribunal,Nuremberg,14November

1945– 1October1946,Volume1,PublishedatNuremberg,Germany,1947,p.219,

https://www.loc.gov/rr/frd/Military_Law /pdf/NT_Vol-I.pdf2016.4.20.최종 속.

41)Prosecutorv.Hadžihasanovi & Alagic& Kubura,(CaseNo.IT-01-47-AR72)Appeals

Chamber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Responsibility,16July2003,para.35

42)로마규정은 제2부 제11조에서 시간 할권을 규정하고,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ofcriminallaw)에서 직 으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범죄법정

주의,제23조 형벌법정주의,제24조 소 효 지).제2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범죄법정

주의와 형법의 소 용 지(제1항) 그에 따르는 엄격해석원칙과 막연한 경우에는 피의

자,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원칙(제2항)을 선언하고 있다.제23조의 형벌법정주

의와 련하여 로마규정은 제7부에서 형의 종류와 결정 차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Bassiouni는 로마규정의 죄형법정주의는 륙법보다는 미법에 가까우며,특히 독일법과는

확실히 구별된다고 한다.M.CherifBassiouni,Internationalcriminallaw vol.1,Sources,

subjects,andcontents3rded.,MartinusNijhoffPublishers,2008,p.94.

43)M.C.Bassiouni,Internationalcriminallaw vol.1,Sources,subjects,andcontents3rd

ed.,MartinusNijhoffPublishers,2008,pp.73-105참조.

44)바시오니는 이것을 국제법의 결과이자 속성이라고 한다.‘국제조약의 죄형법정주의도 국내

법의 죄형법정주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앙집권 인 입법 기 과 입법기 이 없는

국제법의 세계에서 국제형법에 한 국제조약은 부분 정치 타 의 결과 으며,일 된

정책과 통일된 입법 기술을 결여하 다.조약의 기 자들은 부분 외교 들로서 죄형법정

주의에 심이 없었고,국제형법이나 비교형법에 한 문성도 없었다.조약들에서 국제범

죄의 성립요소는 엄 하게 정의되지 못했고 면책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으며,형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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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형법의 향과 실무 인 이유로 인하여 륙법계의 법실증주의 형사사

법시스템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벌법정주의는 국제형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 ,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ICTY,

ICTR,ICC의 규정은 범죄 유형별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고 사들에게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범 한 권한을 부여하 다.

2차 후 국과 미국이 국제형법의 탄생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는 역

사 배경과,국제형법의 法源이 습국제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국제

형법은 미법계 죄형법정주의와 한 련을 맺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뉘

른베르크 후속 재 에서 미국의 검사 던 TelfordTaylor는 “국제[형]법은

미법의 commonlaw(Anglo-Saxoncommonlaw)처럼 습법의 체계이며,국

제 행,조약,선언,권 있는 학설(learnedtexts),기타의 法源으로부터 도출

된다.”고 하 다.45)

2.국제형법의 국내에서의 효력

국제형법이 개별 인 국가를 통하지 않고 국제형사재 기구에 의해 용되

는 것을 국제형법의 직 집행 시스템이라고 한다.이에 반하여 국내 재 소

가 국제형법을 용하는 것을 국제형법의 간 집행 시스템이라고 한다.46)간

는 무시되었다. 쟁범죄와 해 의 에서 보듯이 개별 국가들이 국내법의 유사한 범죄를

유추하여 국제범죄에 한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었다.’Ibid.,p.87-89,95.

45)commonlaw를 용하는 법원이 commonlaw 원칙(principle)의 범 에 하여 다른 결론

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재 소들이나 국회들도 재 이나 조약에 있어서 국제

법을 용하고 표 함에 있어서 국제법의 원칙의 범 (the scope ofa principle of

internationallaw)에 하여 불일치할 수 있다.Telford Taylor(BrigadeGeneral,U.S.A.

ChiefofCounselforWarCrimes),FinalReporttoTheSecretaryoftheArmyonthe

NurembergWarCrimesTrialsunderControlCouncilLaw No.10,15August1945,p.

9.https://www.loc.gov/rr/frd/Military_Law/pdf/NT_final-report.pdf2015,11.23.최종 속.

46)국제형법의 집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간 집행 모델”(IndirectEnforcement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직 집행 모델”(DircectEnforcementModel)이다.간 집행 모

델은 재 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국제형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간 집행에서 국내 법

원의 결은 국제범죄의 불법을 반 하도록 국내의 입법자가 제정한 국내법의 범죄구성요건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간 집행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 은 국제범죄들을 규정한 국내

법의 국제범죄들이 각 국가마다 상이한 실체법 ,소송법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간 집행 모델에 의하는 경우에는 세계 으로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나아가,간

집행 모델에서는 국제범죄가 소추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간 집행 모델에서는 국가들이 국제형법의 범죄구성요건을 자국의 국내법 질서에

이행할 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국제범죄를 소추할 수 없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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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스템과 련하여 Satzger는 국제형법의 국내 법원에 있어서의 효력

은 국내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국내 헌법이 달리 규정하

고 있지 않는 한 원칙 으로 국내법원에 국제형법의 규범이 직 효력을 가

지고 바로 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47)

헌법은 역사 산물이며,추상 인 가치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많은 나라

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헌법과 형법의 원칙으로 보고 있으나 그 구체 인 의미

와 용범 에는 차이가 있다.죄형법정주의만이 (헌)법의 최고 이념은 아니

며,48)죄형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취지와 목 에 따른 용범 가 있다.49) 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며 엄격한 내용을 갖는 국가들로부터 완

항상 존재하게 된다.간 집행의 로는 이스라엘의 Eichmann에 한 재 , 랑스의

KlausBarbie에 한 재 이 있다.한편,직 집행 모델은 ICTY의 Tadi에 한 재 처럼

국제기구를 통하여 집행된다.이때 피고인에 한 결은 국내 규범이 아니라 국제형법 자

체에 근거한다.항구 국제형사재 소가 설립되었지만 아직도 직 집행은 외 상이

라고 할 것이다.집행 집행을 담당하 던 재 소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도쿄 국제군

사재 소,ICTY,ICTR 등이 있다. H. Satzger, Internationales und 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221-222ff.

47)Ibid.,S.219.이 에 하여는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효력이라는 일반

인 논의 외에도 국내 헌법과 형사법 질서가 가지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문제될 것

이다.

48)헌법은 문에서 “밖으로는 항구 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

리들의 자손의 안 과 자유와 행복을 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제5조 제1항은

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있으며,제6조 제1

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나아가 헌법의 제2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등 우

리 헌법은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헌법과 형법이 죄형법정주의라는 자유주의

가치를 시한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우리 헌법과 형법의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국제범

죄에도 그 로 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49)소 효 지원칙은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한 것이지 유책한 권력자를 그 다음에 오

는 국가권력이나 불법청산으로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동 원칙이 불법국

가의 권력자를 소 으로 처벌하는 것이 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이 견해는 정권

의 담당자가 범한 범죄행 를 사후에 소 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을 사회계약론과 자연

법론에 입각하여 논증한다.반야 아드 아스 벨 (한상훈 역),소 효 지원칙의 의의와 한

계,민주법학 제10호,1996,132-139면 참조;통독 후의 연방법원은 국경수비 사건에서 동

독 병의 행 에 하여 행 당시의 서독 형법,즉 재 시의 통일 독일의 형법의 법규정

을 용하지 않고 행 시,행 지에 유효한 법 즉 동독의 국경법을 용함으로써 소 효

지원칙 반의 문제를 피하 다.요아힘 헤르만(신동운·김재 역),베를린 장벽경비 결에

한 평석,서울 학교 법학 제34권 3·4호,1993,317면;KlausMarxen(김성천 역),소 효

지의 근거와 범 – 구 동독 정부의 범죄행 에 한 형사 사법 처리에 한 독일 내에

서의 최근의 논의 개 -,형사법연구 제8권,1995,1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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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내용을 가지는 국가들까지 다양한 스텍트럼이 존재한다.많은 나라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헌법과 형법의 가장 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이 국

제형법을 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반드시 철하고 있지는 않

다.50)

50) 랑스에서는 1964년 “1945년 8월 8일의 국제군사재 소 헌장에 명시된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AgainstHumanity)의 정의를 반 한 1946년 2월 13일의 국제연합 결의안에서 정의

된 CrimesAgainstHumanity는 본성상 공소시효가 없다.”는 단 하나의 조문을 가진 법률이

제정되었다.입법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 에서(1964년은 해방 20주년이 되

는 해다) 랑스에 남아 있거나 들어오려 하는 나치 범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

로써 실제 처벌보다는 이들의 랑스 체류를 막으려는 취지 다(이용우, 랑스의 과거사 청

산,역사비평사,2008,155면). 랑스의 법원(CourtdefCassation)은 리옹의 도살자로 불

린 나치 범 바르비(KlausBarbie)사건에서 피고인의 죄형법정주의 주장을 ICCPR제15조

제2항, 랑스 헌법 제55조( 법하게 비 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 정은 각기 상

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유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에 근거하여

배척하 다.한편, 습국제법에 의한 국제범죄는 랑스 국내에 직 용이 되지 않는다

고 한다(W.N.Ferdinadusse,DirectApplication ofInternationalCriminalLaw in

NationalCourts,T.M.C.AsserPress,2006,p.66).1994년 랑스 형법은 CrimesAgainst

Humanity에 한 규정을 도입하 지만 이 법의 시행 이 의 범죄행 에는 용되지 않는다

(CatherineElliott,FrenchCriminalLaw,Routledge,2001,p.130-131).이러한 랑스의 태

도에 따르면 나치 범은 처벌할 수 있지만, 랑스가 알제리에서 지른 인도에 반하는 죄

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아르헨티나의 법원은 제2차 세계 이탈리아에서 쟁범죄와

crimesagainsthumanity를 지른 의를 받고 있는 ErichPriebke에 한 범죄인인도

차에서, 습국제법을 용하 고,‘헌법은 형사(criminalmatters)에 있어서도 국제법의 최고

성을 인정하며,죄형법정주의는 국제범죄에 있어서 엄격히 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WardN.Ferdinadusse,DirectApplicationofInternationalCriminalLaw inNational

Courts,T.M.C.AsserPress,2006,p.71-76;미국에서 국제법 반 즉 국제범죄는 커먼로 범

죄이다(W.R.LaFave,CriminalLaw5thed.,ThomsonReuters,2010,p.83).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1812년 연방 법원이 Hudson 결에서 연방범죄에 하여 “입법부가 행 를 범죄

로 규정하고,그것에 형벌을 부과하며,그리고 입법부가 법원이 그러한 범죄에 하여 할

권을 갖는다고 선언한다.”[UnitedStatesv.Hudson,11U.S.32,34,3L.Ed.259(1812)]라

고 시한 것을 근거로 조약과 습과 같은 국제형법이 미국에 직 용되지 않는다고 주

장하 다.Hudson 결에도 불구하고 국제형법의 직 용을 지지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첫째,Hudson사건에서 법원은 일반 커먼로 범죄의 기소를 배척

한 것이지 국제범죄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오늘날 커먼로 범죄를 부정하는 원칙이 습국

제법에도 용되는지는 아직도 명백히 답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둘째로 Hudson이후에도

특정 원용 규범의 존재 여부와 무 하게 국제범죄의 직 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쟁의 습과 법 반은 물론이고 주로 습법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조약에 근거를 둔 국제

범죄들의 가 보인다.이러한 사례들의 일부는 명시 으로 성문법령의 근거에 한 요구를

배척하고 있다.셋째로,Hudson 결의 연방 커먼로 범죄 폐지 원칙의 근거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권력의 분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 안정성에 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는 이다.이러한 근거는 연방 법원이 주의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를 만드

는 것을 삼가라는 요구이다.이것은 주의 권한과는 무 한 문제에 한 존하는 국제범죄

의 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이것이 아마도 Hudson사건에도 불구하고 쟁법의 직

용이 계속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W.N.Ferdinaduss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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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치 자유에 한 국제 약(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

PoliticalRights,ICCPR)제15조51)는 국제범죄에 하여 개별 국가가 그 국제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자국의 형법에 없었던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이러한 법률은 형식 으로는 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법에 의하여 그 행 당시에 범죄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

에 실질 으로는 소 처벌이 아니다.그러나,국제형법의 法源이 되는 습국

제법의 내용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엄격한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습국제법 그 자체를 용하여 국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따라서,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의 죄형법정주

의,헌법 제6조의 조화로운 해석은 우리나라에서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하여

는 습국제법만을 근거로 할 수 없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52)

ApplicationofInternationalCriminalLaw inNationalCourts,T.M.C.AsserPress,2006,

pp.50-55).Lafave는 Hudson 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W.R.LaFave,

CriminalLaw5thed.,ThomsonReuters,2010,p.81.

51)ICCPR제15조

1.어느 구도 행 시의 국내법 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 는

부작 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한 어느 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 시에 범죄

를 구성하는 작 는 부작 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 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

다.

52)로마규정의 당사국들은 로마규정의 이행을 하여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개정하거나

심지어는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 다.이것은 당사국들의 자국의 국민이 국제범죄를 지른

경우에 처벌규범의 흠결로 인하여 ICC에서 재 을 받는 결과를 피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

로마규정의 이행입법과 련하여 독일,일본,한국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세 나라 모두 륙법계의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국내 형법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따라서 죄형법정주의라는 에서 보면 이들 나라들이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의 내용은 비슷할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실에서는 매우 다른 모습

이 나타났다.독일은 국제범죄의 실체법과 차법에 걸쳐 모두 상세한 규범을 마련하 다.

한국은 2007년 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이 법률은

국제범죄의 정의(definition)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으나 ICC와의 력 차에 하여

는 오직 2개의 조문만을 두었다.범인의 인도(surrender)에 하여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Act)을 용하고(19조),ICC와의 사법공조에 하여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

조법을 용하도록 하 다(20조).한편 일본은 국제범죄에 한 실체법을 만들지 않고 ICC

와의 력에 한 차법만을 제정하 다.이러한 차이 은 국내 형법에 의하여 로마규정을

이행하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의 원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독

일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연합군 통제 원회법 제10호(ControlCouncilLaw No.10,

“CCLNo.10”)에 근거한 령군 군사재 이후에 스스로 과거청산 작업을 하 지만,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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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

국제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첫째,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포 성격이 우리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를 충족하

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이 죄형법정주의 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우리 형법의 에서 보면 습국제법의 지휘 책임은 물론 ICC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조차 범죄와 형벌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 으며,따라

서 죄형법정주의 반이다.그러나, 미법과 국제형법도 죄형법정주의를 부정

하고 있지 않다.국제형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을

죄형법정주의 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둘째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지

휘 책임 규정( 면개정안,私案 II)과 련된다.우리나라의 행 국제범죄처

벌법의 지휘 책임과 이에 한 필자의 부분개정안(私案 I)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큰 문제 은 없다.한편,필자가 부분개정안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면개정안은 지휘 책임의 포 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에서 우리 형법의 엄

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반드시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국제범죄의

집단범죄 특성에 비추어 지휘 책임의 포 성은 일정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국제범죄을 용 상으로 하는 국내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에서 이

러한 특성을 완 히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지휘 책임은 국

내 형법의 일반 범죄에는 용되지 않고,국제범죄처벌법의 국제범죄에만

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따라서,우리 형법의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국제

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에 반드시 그 로 용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용된 규범은 국제형법이 아닌 독일의 국내 형법이었다.독일은 유럽인권 약 제7조 제2항

에 한 유보를 2001년 10월에 철회하 다.유럽인권 약 제7조 제2항은 시민 ,정치 자

유에 한 국제 약(ICCPR)제15조 제2항에 상응하는 것으로 뉘른베르크 재 에 한 승인

을 의미한다[C.Kress,“GermanyandInternationalLaw:ContinuityorChange?”,inThe

NurembergTrialsInternationalCriminalLaw Since1995,60th AniversaryInternational

Conference(EditedbyH.R.Reginbogin/C.J.M.Safferling),K·G·SaurMünchen,2006,

p.240].한편,일본은 범을 스스로 처벌한 이 없다.일본은 로마규정에 있는 국제범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두려워하 던 것으로 추측된다.성노 ,강제노동,지휘 책임과 같은

용어들은 일본인들이 과거에 지른 안부(comfortwomen),강제노역,일왕(Emperor)의 책

임 문제를 기억하게 만든다.이런 이유로 일본은 실체법을 만들지 않고 립 언어를 사용

하는 ICC와의 력에 한 차법만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한편,한국은 범문제에

한 한 과거로부터 자유로웠고,국내 정치에서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에 한 의식

이 높아졌기 때문에 로마규정의 취지에 한 동참의 의지를 빨리 외에 표방하고자 신속히

로마규정의 이행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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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제범죄

I.국제범죄의 의의

1.국제범죄의 정의

국제범죄(InternationalCrimes)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

며 국제범죄의 정의와 내용에 하여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53)국제범죄에

하여 리 알려진 정의는 국제법에 의하여 개인의 가벌성이 직 으로 발생

하는 범죄를 말한다.54)Cassese는 이러한 국제범죄의 특징으로 습국제법

반,국제 공동체 체가 시하는 규범 반,보편 법익의 침해,보편 할

권(세계주의),범죄자에 한 형사 는 민사 면책(immunity)의 부인과 같

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국제범죄에서 으로 나타난다고

한다.Cassese는 쟁범죄,인도에 반하는 죄,집단살해,고문,침략범죄,국제

테러리즘(internationalterrorism)을 들고 있다.55)56)

53)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국제범죄를 국제형사재 기구들에게 재 할권이 부여된 범

죄들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한다.R.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

IntroductiontoInternationalCriminalLaw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

Press,2014,p.4.

54)G.Werle/F.Jessberger,Principles 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Press,2014,para.89;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2nded,Oxford

UniversityPress,2008,p.11;국제범죄가 되기 하여는 첫째,개인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키

고,둘째,국제법에 근거하여야 하며,셋째,그것이 국내법에 편입이 되는 지와 무 하게 범

죄여야 한다.G.Werle,Principles ofInternationalCriminalLaw 2nd ed.,2009,

T·M·C·AsserPress,para.84.

55)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2008,pp.

11-13;해 (pirate)은 뉘른베르크 이 에 가장 표 인 국제범죄로 불렸으나 최근의 일반

인 견해는 해 을 엄격한 의미의 국제범죄로 보지 아니하고 국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Ibid.,p.12;R.O’Keefe,InternationalCrimi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5,p.51;

반면에 Bassiouni는 국제범죄 개념에 조약범죄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28개의 범 한 국제

범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M.C.Bassiouni,InternationalCriminalLaw VolI3rded.,

MartinusNijhoffPublishers,2008,pp.133-136;국제범죄 개념의 다양성에 한 논의는 M.

C.Bassiouni,IntroductiontoInternationalCriminalLaw,MartinusNijhoffPublishers,2nd

ed.,2013,p.139-149;G.Schwarzenberger,TheProblem ofanInternationalCriminal

law,WarCrimesLawVolI(EditedbyGerrySimpson),2004,pp.5-16;국제범죄 개념

에 한 혼란을 보여주는 사법연수원,국제형사법,2013,11-21면 참조.

56)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인도에 반하는 죄나 쟁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고문(torture)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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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범죄와 구별되는 개념

국제범죄와 유사한 개념들로 국경범죄(TransnationalCrime),조약범죄

(TreatyCrime), 국가범죄(SupranationalCrime)가 있다.1945년 2차 의

향으로 탄생한 국제형법은 냉 기간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이 기간 동안

국제형법은 범죄에 련된 국가들의 국제 력,즉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

조,수형자인도 등 국내법상의 범죄의 방과 진압을 한 국가간 력에

련되는 규범으로 이해되었다.57)이런 이유로 1990년 이 까지는 국제형법

(InternationalCrime)은 국경범죄에 한 국내 형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

용되기도 하 다.TransnationalCrime( 국경범죄)은 국제성 범죄58),월경범

죄59),다국 범죄60), 국가 범죄61)등으로도 번역되고 있으며,자 세탁,부

독립된 국제범죄로서의 고문을 말한다.1984년 12일 10일 채택된 고문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우나 처벌의 방지에 한 약(ConventionagainstTorture

andOtherCruel,InhumanorDegradingTreatmentorPunishment,고문방지 약)제1조는

고문의 정의에 하여,“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 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

의·묵인 아래,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한 목 으로,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 거나 실행한 의가 있는 행 에 하여 처벌을 하기 한 목 으로,개인

이나 제3자를 박·강요할 목 으로, 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 한 이유로,개인에게 고

의로 극심한 신체 ·정신 고통을 가하는 행 를 말한다.다만,합법 제재조치로부터

래되거나,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문방지 약은 국내 형법 체계에서 고문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제4조),당사국이

고문범죄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이러한 고문

방지 약이라는 조약범죄의 수 을 넘어 고문은 국제 습법에 의해 독립된 국제범죄로 인정

되고 있다(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

p. 149; A. Cassese/P. Gaeta/L. Baig/M. Fan/C. Gosnell/A. Whiting, Cassese’s

InternationalCriminalLaw 3rded,OxfordUniversityPress,2013,p.132).고문의 지

는 강행규범(aperemptorynorm orjuscogens)에 속하며,조약법이나 “평범한(ordinary)”

습국제법보다 우월 인 규범이다(Prosecutorv.Furundžija,(CaseNo.IT-95-17-1)Trial

ChamberJudgement,10December1998,para.153.).한편,피노체트에 한 범죄인인도가

문제된 국의 법원에서 HopeofCraighead경은 고문이 습국제법상의 국제범죄인지가

범행 무렵인 1988년 9월 29일에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UnitedKingdom,Houseof

Lords,Reginav.BartleandtheCommissionerofPolicefortheMetropolisandOthers

ExPartePinochet,Reginav.EvansandAnotherandtheCommissionerofPoliceforthe

MetropolisandOthersExPartePinochet(OnAppealfrom aDivisionalCourtofthe

Queen's Bench Division), 24 March 1999, Judgement, http://www.publications

.parliament.uk/pa/ld199899/ldjudgmt/jd990324/pino4.htm 2016.6.5.최종 속].

57)김주덕,국제형법,육서당,1997;사법연수원,국제형사법,2000.

58)이종화,국제범죄의 개념과 황,한국경찰법연구 1권 1호,2003,194면 이하.

59)本名 純(백 역),마피아들의 ‘동아시아공동체’비 통 안 보장문제로서의 월경범죄,

배재 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AView ofRussianMafiya6호,2009년 7월 94면 이하.

60)김혜선,국제범죄와 다국 범죄의 개념 구분에 한 고찰,한국경찰연구 14권 3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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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마약,해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효과가 국경 밖으로 미치는 범죄들을

말하며,범죄의 국제화 상과 더불어 주목을 받고 있다.62)국제범죄의 개념은

범죄 자체의 성격에 기 한 것으로 그 가벌성이 국제법에서 직 발생하는데

반하여, 국경범죄는 국제 력이 강조되는 국내법상의 범죄이다.이러한 이

유로 국제범죄를 국제법의 형법 측면이라고 하고 국경범죄를 형법의 국제

법 측면이라고 한다.63)TransnationalCrime을 국가 범죄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 범죄에 해당하는 SupranationalCrime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으므로 이는 하지 않다.64) 국가 범죄(SupranationalCrime)는

조약이나 습국제법에 의해 범죄화된 것이 아니고 개개의 주권국가 단 를

월하여 존재하는 국가 기구가 자신의 권 와 자격에 의해 직 창설한

13면.

61)황문규, 국가 범죄의 개념과 우리나라 경찰의 응 방향,경찰학연구 11권 4호,2011,

100면.

62)국제성 범죄는 국제성이라는 수식어가 무 범 하여 특정한 의미를 달하지 못하고,월

경범죄는 법하게 국경을 넘어가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오인되며,다국 범죄도 다국

범죄가 국 을 여러 개 가지는 것이 범죄라는 뜻으로 오인되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

라도 ‘다국 ’이라는 표 이 국제성과 마찬가지로 무 범 한 뜻을 가진다. 국가 범

죄는 국가를 월한다는 표 이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보다 더 고차원 인 수 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리고 EU 형법과 같이 개별 국가 단 를 넘어서는 국제법 존재의 형

법에 의하여 창조되는 범죄를 국가 범죄(supranationalcrime)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용어의 복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국제법에서

transnationallaw를 국내법 는 국경법이라고 번역하고 있다.여기서 국내

(transnational)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건,거래,사물 혹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외국 요소

(foreignelement)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김 순,국제법론 제18 ,삼 사,2015,

5면).이에 따르면 transnationalcrime을 국내 범죄 는 국내범죄라고 번역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범죄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쉽게 달되지 않는다.

transnationalcrime의 취지를 달하면서도 월경범죄와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없는 “ 국경

범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transnationalcrime과 련하여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국제

범죄,국월범죄,역외범죄,외사범죄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다.김혜선,국제범죄와 다국

범죄의 개념 구분에 한 고찰,한국경찰연구 14권 3호,2015,4면 참조.

63) R.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Law 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Press,2014,pp.5-8;G.

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3rded.,OxfordUniversity

Press,2014,para.13;N.Boister,AnIntroductiontoTransnationalCrimi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p.17.

64) 재 외교통상부가 UnitedNationsConventionagainstTransnationalOrganizedCrime을

“국제연합 국가 조직범죄 방지 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외교통

상부/조약정보/다자조약에서 조약명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mofa.go.kr/trade/

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nu=m_30_50_40&tabmenu=t_2 2016.6.

2.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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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이러한 의미의 국가 범죄에 한 형

법을 국가 형법(supranationalcriminallaw)라고 부르며 유럽연합(EU)에

서 이러한 국가 형법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65)

조약범죄(TreatyCrime)는 조약이 당사국에 하여 국내에서 범죄화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인데,이것은 습국제법상의 국제범죄인 경우도 있고, 국경범

죄인 경우도 있다.

3.국제범죄의 내용

Cassese의 설명에서 보듯이 국제범죄의 핵심은 일반국제법으로 불리는 습

국제법 반에 있다.문서로 체결되는 것이 통례인 조약과 달리 습국제법은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뒤따른다.66)국제형사재 기구들의 재 은 습국제

상의 국제범죄의 존재와 내용에 한 요한 증거가 된다.국제형사재 기구

들의 재 을 통해 습국제법이 확인되며 실질 으로는 국제형사재 기구들이

그러한 습국제법을 창조한다고 말해진다.이 에 있어서 습국제법은

commonlaw에 가깝다.67)한편 ICC의 할 범죄인 국제범죄는 ICC로마규정

이라는 조약에 근거한다.ICC로마규정은 외교 회의에서 타 에 의하여 성립

하 기 때문에 상당 부분 습국제법과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68)

65)G.Werle/F.Jessberger,Principles 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2014,para.135;한편, 국가 형법을 국제형사재 기구(international

criminaltribunals and courts)의 독특한 형사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견해(R.

Haveman/O.Kavran/J.Nicholls,SupranationalCriminalLaw:A System SuiGeneris,

Intersensia,2003,p.3)도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ICTY나 ICC가 유럽연합과 달리 국가

(supranational)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R.Cryer/H.

Friman/D.Robinson/E.Wilmshurst,AnIntroductiontoInternationalCriminalLaw and

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Press,2014,p.8; 국가 (supranational)이라는

표 은 체로 어떤 국제 실체의 연방지향 경향을 지칭하기 하여 사용되고 있다.유

럽공동체가 ‘국가 ’이라고 함은 그것이 ‘부분 그리고 기의 연방주의’(partialand

incipientfederalism)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김 순,국제법론 제18 ,삼 사,2015,5

면.

66)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하여 체결한

국제 합의이다.반면에 습국제법은 국가들의 일반 행에 하여 국가들이 법 구속

력이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정인섭,신국제법강의 제6 ,박 사,2016,37-38면;김 순,국

제법론 제18 ,삼 사,2015,47-48면.

67)R.O’Keefe,InternationalCrimi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5,p.51.

68)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252;

ICCKatanga& Chui사건의 심재 부는 로마규정이 책임형식(modesofliability)을 명시



- 29 -

일반 으로 국제범죄로 인정되는 것으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침략범죄가 있다.이들은 소 핵심범죄(corecrimes)로 불리며 ICC의

할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간략히 말하면 집단살해죄는 국민 ,민족 ,인종

는 종교 집단의 부 는 그 일부를 그 자체로서 괴하는 행 (로마

규정 제6조 참조),인도에 반하는 죄는 범 하거나 체계 으로 자행되는 인

권 침해 범죄(로마규정 제7조 참조), 쟁범죄는 무력충돌에 한 국제법의 심

각한 반(로마규정 제8조 참조),침략범죄는 타국에 한 법한 무력사용(로

마규정 제8조의2참조)69)을 의미한다.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 소는

평화에 반하는 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를,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

호는 평화에 반하는 죄, 쟁범죄,인도에 반하는 죄,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에 의해 범죄성이 선언된 집단 는 조직의 구성원죄를,ICTY,ICTR은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를 규정하 다.뉘른베르크와 도쿄 재 ,

연합국 통제 원회법의 인도에 반하는 죄는 집단살해죄를 포함하는 개념이었

다.70)

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습국제법이나 ICTY의 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있다.이것은 국제범죄에 하여 단한 것은 아니나 로마규정 자체가 습국제법

과는 다르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하고 있다.Prosecutorv.GermainKatanga& Mathieu

Ngudjolo Chui,(Case No.ICC-01/04-01/07)Pre-TrialChamber IDecision on the

ConfirmationofCharges,30September2008,para.508.

69)침략범죄의 주체인 지도자에는 국가의 조직에 하게 련되어 있지만 공식 으로는 그

조직의 일부에 있지 않은 재계의 지도자(industrialist)도 포할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최

태 ,한국에 있어서의 ICC규정 침략범죄조항의 국내 이행,한양 학교 법학논총,제32집

제2호,2015,86면;침략범죄는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와 달리 지도자범죄로

불린다.침략범죄의 주체는 국가의 정치 활동 는 군사활동을 실효 으로 지배하거나 지

시하는 지 에 있는 사람에 한정되며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이진국,국제형법상 침략

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망,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3 ,

341면.

70)지휘 책임은 지도자범죄로 불리는 침략범죄에는 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지휘

책임이 성립하기 해서는 군지휘 이나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와 그의 부하들의 종

속 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침략범죄를 지르는 자들은 국가의 정치,군사에 있어서 가장

상 의 지도자,지휘 들로서 그 보다 상 의 지휘·명령권자를 상정하기 힘들며,상 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 에 있는 자는 침략행 의 결정에 참여할 정도의 지도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을 근거로 한다.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and

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2010,pp.175-176;로마규정 제

25조(3)bis는 침략범죄에 하여는 국가의 정치 는 군사 행동을 효율 으로 통제하거

나 지시할 수 있는 지 에 있는 자에 하여만 제25조가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침략범죄에 있어서는 국가의 정치,군사 지도자가 아닌 자는 명령,교사,방조 등으로는 침

략범죄를 범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제28조에 하여는 제25조(3)bis와 같은 조항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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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살인과 같은 개별 행 들이 국내법의 일반 범죄로서

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국가의 직 행 ,개입이나 묵인에 의하여 그러

한 행 들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국가는 추상 존재가 아니며 국가의 정책

과 행 는 국가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이들은

국내 으로는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좌지우지하 고,

국제 으로는 주권과 정치 행 라는 방패에 기 어 면책되었다.이러한 지

도자들의 행 가 국제범죄로 구성됨으로써 주권의 장벽은 낮아졌다.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 자,부하들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유인,묵인한 경우에

이들의 범죄에 한 여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 히 어려웠다.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실행한 부하들과의 인 련성을 이유로 지도자들의 형사책임

을 물으려는 공동범죄집단 이론과 지휘 책임 이론이 국제형법에서 발 하

다.

II.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CollectiveCriminality)

1.국가의 여나 묵인

Moffett는 국내범죄(domesticcrimes)와 비교하여 국제범죄가 보여주는 다섯

가지의 일반 특성을 (1) 규모의 피해(massvictimization),(2)집단의 조

직화된 범행가담,(3)이데올로기에 의한 범죄 (4)국가의 개입,(5)범죄와 그

에 한 불처벌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충격이라고 설명한다.71)이러한 다섯 가

지 특징은 국제범죄가 국가의 개입, 여, 는 묵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에서 기인한다.국가와 같은 거 조직의 여가 없이는 규모의 범죄가 장

기간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다.형벌권의 주체인 국가가 여하 기 때문에

그 권력 주체에 변경이 있을 때까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 던 것이다.72)

두고 있지 않다는 에 비추어 침략범죄에 하여 제28조 지휘 책임의 용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71)국제범죄의 성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범죄의 향과 련이 있다.종

종 국제범죄는 심각한 정신 외상과 고통을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남기는 잔인한 살인과

신체 단을 수반한다.이것들은 피해자의 나이,성,취약성에 의해 더 악화된다.국가가 정의

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으로써 피해

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L.Moffett,Justice forVictims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Court,Routledge,2014,pp.10.-12;5·18재 의 ‘법정에서조차 소외된 피해자들’에

하여는 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2006,6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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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거시범죄,체제불법에 한 논의는 국제범죄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다.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한 인권유린행 이다.국가가 그가 가진

우월 권력을 남용하여,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조직 ·체계 으

로 지르는 수 에 이르면 국가범죄가 성립한다.73)국가범죄의 특징은 국가

라는 형벌권의 주체가 범죄의 주체가 되었다는 에 있다.이 에 주목하면

국제범죄를 보편 할권(UniversalJurisdiction)이 용이 되는 범죄로 정의

할 수 있다.74)국가가 그의 기 을 통해서 극 으로 범죄에 참여하거나

72)군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민간인 개인에 의하여 질러졌을 경우에도 국가의 정책이나 체제

불법(system criminality)과 어떤 식으로든 련되어 있다.A.Cassese,International

CriminalLaw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p.54; 쟁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죄

로부터 독립된 범죄로서의 고문(torture)이 국제범죄로 인정되는 이유는 일반범죄( 를 들어,

가학증을 가진 자에 의한 고문)와 달리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이다.A.Cassese/P.Gaeta/L.

Baig/M.Fan/C.Gosnell/A.Whiting,Cassese’sInternationalCriminalLaw3rded,Oxford

UniversityPress,2013,p.133;[ 두환,노태두 등]피고인들의 범죄행 는 국가에 한 범

죄(crimesagainstthestate)의 성격과 함께 국가권력을 이용(혹은 남용)하여 국민에 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국가범죄(statecrimes)의 양면을 띠고 있다.한인섭,5·18재 과 사회정

의,경인문화사,2006,115면.

73)이재승,국가범죄,앨피,2010,17-24면;한인섭,재심·시효·인권,경인문화사,2007,62면;국

제형법에서 말하는 국제범죄로서의 국가범죄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것으로 국가의

법한 행 에 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책임(stateresponsibility)과는 다르다.국가책

임으로서의 국가범죄는 국가 그 자체가 범죄를 할 수 있고,그 법률효과로서 국가 그 자체

에 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국가책임으로서의 국제범죄 개념을 인정

하고 국가의 법행 를 국제범죄(crime)와 국제불법행 (delict)로 구별하는 견해가 국제연

합 국제법 원회(InternationalLaw Commission,ILC)의 국가책임법 1976년 안에 도입되

어,1996년 안까지 유지되었다.그러나,2001년 ILC의 국가책임법 최종 안에서 국제범죄

의 개념이 삭제되고, 신 강행규범의 한 반에 한 특별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

의무 반에 하여 국제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고 하 다.김석

,국제법상 국가책임,삼 사,2007,221-235면;국가책임법에서 국가범죄 개념이 삭제된

것은 국가범죄에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국제형법이 1990년 이후 발 한 향으

로 보인다.

74)세계주의(Universalprinzip)란 특정한 범죄에 해서 범죄지나 범인의 국 여하를 묻지 않

고 자국의 형법을 용하는 원칙을 말한다.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70면;한

편 국제형법에서는 세계주의 신에 보편 할권(UniversalJurisdicti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국제법에서는 할권을 의로 사용하여 재 권과 이를 제로 특정 법원이

가지는 할권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즉,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 할권을 가

진다는 제 하에 우리나라의 어떤 법원이 그 사건을 재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국

내재 할권이라고 부른다.서철원,숭실 학교 법학논총 제14집,가상공간에서의 할권행

사에 한 소고,2004,79면;형법에서는 형사재 권은 우리 법원의 형벌권이 미치는 용범

를 말하고, 할권은 재 권을 제로 재 업무의 분담기 에 따라 특정 법원이 그 사건

을 재 할 수 있는 심리와 재 의 권한을 말한다.신동운,신형사소송법 제5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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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국가행 자(non-stateactors)가 지른 범죄를 묵인하는 부작 를 통해

서 범죄에 여한 경우에 국가가 그 시민에 하여 행사하는 형사재 권의 독

을 포함하는 정치 권력으로서의 법성 는 정당성(legitimacy)의 조건을

반한 것이다.이 경우에 다른 국가는 개별 으로 는 집단 으로 국제공동

체의 이름으로 그 범죄에 하여 재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보편

할권이라고 한다.75)

거시범죄(Makrokriminalität)란 조직구조,권력기구 는 그 밖의 집단 행

동체계(kollektiverActionszusammenhang)의 내부에서 체제와 상황에 순응하

거나 부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범죄 행 를 말한다.거시범죄는 본질 으

로 국가가 여한 범죄 는 국가에 의하여 강화된 범죄를 의미한다.거시범

죄로서의 국제범죄의 특징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가 범죄를 직 실행한 자

보다는 오히려 “책상정범”(Schreibtischtäter)이라는 이다.따라서 국제범죄의

거시범죄 특성을 반 하는 국제형법의 범죄 참가형식은 범행을 직 실행한

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을 한 자에게도 국제범죄에 한 형사책임을 귀

속시킬 수 있는 규범을 제공하여야 한다.76)

체제불법의 핵심인 “체제”(system)는 국가의 체제 내의 일정한 범죄 풍토

로 인하여 국제범죄가 발생했다는 을 강조한다.체제불법의 형 인 내용

은 정부의 명령,유도,선호나 범행의 묵인 같은 것이며 이것들은 체제에 사

하고 체제에 의해 야기된다.사회심리학이나 범죄학에서는 일반 범죄와 비

2014,756-760면;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형사[I],2008,42-45면;따라서 보편 할권이

라는 용어는 국내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형법에서 통 으로 사용하

고 있는 에 비추어 이 에서도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보편 할권에 하여는 박찬운,

국제범죄와 보편 할권,한울,2009;박 길,국제법상 보편 할권,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9;C.C.Joyner,“Arrestingimpunity:Thecaseforuniversaljurisdictionin

bringingwarcriminalstoaccountability”,Law andContemporaryProblemsVol59No

4,1996,pp.163-171;S.Macedo,UniversalJurisdiction,University ofPennsylvania

Press,2006;박병도,국제범죄에 한 보편 할권,국제법학회논총 49권 2호, 한국제법

학회,2004.8.참조.

75)W.Lee,InternationalCrimesandUniversalJurisdiction,inInternationalCriminalLaw

andPhilasophy(EditedbyL.May/Z.Hoskins),CambridgeUniversityPress,2010,pp.

18-19.

76)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

219-220,26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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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체제불법 는 체제범죄의 특성을 복종의 범죄(crimesofobedience)라고

한다.77)

국가범죄,체제불법,거시범죄에 한 논의는 국제범죄가 국가 기 (state

officials)에 의해 직 수행되거나 국가정책 는 체제불법과 련을 맺고 있

는 개인(privateindividuals)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을 보여 다.78)국제범죄

는 일반 으로 국내 형법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폭행,강간,감 ,강

도,방화와 같은 기본범죄(underlyingoffence)에 의하여 실 된다.이러한 일

반 범죄(ordinarycrime)는 국가 는 이와 하는 조직과 결합함으로써 국제

범죄가 된다.국가의 개입은 (a)국제 혹은 국내 무장충돌과의 련성으

로,이러한 무력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b)그러한 행 가 정치 혹은 이데올

로기 차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국가 권력,이에 하는 조직된 비국가집

단이나 단체의 행 와의 련되었다는 으로 나타난다.79)개인 목 을 추

구하는 해 ,노 거래,부녀자 매매,통화 조,마약 매와 같은 국경범죄는

이러한 에서 국제범죄와 구별된다.Werle와 Cassese는 국제범죄의 이러한

특성을 ‘국제 요소(the internationalelement)’,‘상황 요건(contextual

element)’, 는 ‘조직화된 폭력의 맥락(acontextoforganizedviolence)’이라

고 부른다.따라서 국제범죄는 그것을 이루는 기본범죄(underlyingoffence)

는 일반범죄(ordinarycrime)와 국제 요소(internationalelement) 는 상황

요건(contextualelement)의 이 구조를 가지게 된다.80)조직화된 폭력은

77) 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tityPress,2012,pp.20-21.

78)국가범죄,거시범죄,체제범죄와 달리 조직범죄(organizedcrime)라는 용어는 국제형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 않다.조직범죄는 범죄를 목 으로 하는 조직의 형성에 을 둔 것으

로 국제범죄보다는 국경범죄(transnationalcirmes)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조직범죄의

정의에 하여는 명확히 확립된 견해가 없다.주로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을 염두에 두고

지휘체계(commandstructures),내부의 계층화(internalstratification),통일된 규범(unified

norms),상징(symbols),집단 정체성(collectiveidentific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미국에서는 조직범죄를 암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앙집권 범죄조직

과 련시켜 악하고 있고 이러한 근법이 국제 으로도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L.

Campbell,OrganisedCrimeandtheLaw,HartPublishing,2013,pp.13-14.

79)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2008,pp.

53-54;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ed.,Oxford

UniversityPress,2014,para.102.

80)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p.54;G.

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3rded.,Oxford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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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집단살해죄에서는 보호되는 집단의 괴

라는 목 에서,인도에 반하는 죄에서는 민간인 주민에 한 범 하거나 체

계 인 공격이라는 상황으로, 쟁범죄에서는 무력충돌의 상황으로,침략범죄

에서는 침략 그 자체로 나타난다.국가의 개입과 조직화된 폭력으로 인하여

일반 범죄는 국제공동체의 심사가 되는 국제범죄가 된다.이러한 국제 요

소는 국제범죄자들에 한 오랜 불처벌의 역사를 설명해 다.이들은 국가형

벌권을 담당하는 국가의 지도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다.81)

2.지도자들에 한 면책의 부인

지휘 책임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 하여 그들의 부

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다.그러나 권력의 주체인 지도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특히 고 직으로 갈수록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려웠다.국제법과 국내법이 지도자들에게 부여한 면책

(Immunity)은 국제범죄의 실질 주체인 지도자들에 한 재 과 처벌의 장

애사유로 작용하여 왔다.

국제법은 국가 주권의 평등과 국제 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하여 주권면

제 원칙(GrundsatzderStaatenimmunität)을 인정하고 있다.82)국제법에 의한

주권면제는 공 지 에 있는 기간 동안 공 기능의 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인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 personal/status

immunity)와 국가 기 (stateagents)이 공 지 에서 행 한 경우에 국가행

이론(ActofState)에 따라 주어지는 물 면제(immunityrationemateriae,

functional/subject-matterimmunities)로 구분된다.83)국내법에 의한 면책은

Press,2014,paras.103-104;김상걸,인도에 반하는 죄의 상황 구성요건,국제법학회논총

61권 1호,2016.72-76면.

81)이러한 이유로 국제범죄를 보편 할권(세계주의)의 상이 되는 범죄로 정의하는 견해

가 있다.국가가 국제 요소를 갖는 국제범죄를 스스로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제공동체나 다른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W.Lee,International

CrimesandUniversalJurisdiction,inInternationalCriminalLaw andPhilasophy(Edited

byL.May/Z.Hoskins),CambridgeUniversityPress,2010,pp.37-38.

82)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266.

83)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 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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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면책을 말한다.84)

국내법,국제법의 면제(면책)가 국제범죄에 하여도 용되는가에 하여

논란이 있다.과거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제범죄를 명령하거나 그들의 유

인,묵인,방치에 의하여 국제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국내법상의 법 ,제도

면책을 받았고,국가형벌권의 실질 인 담당자로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

다.국제법상으로는 주권평등,내정불간섭,주권면제라는 이름으로 재 과 처

벌로부터 면책을 받았다.오늘날 국제사회는 인권이 심각하고 범 하게 침

해되는 경우에는 정의의 요구를 주권면제의 존 이라는 통 원칙보다 우선

시키고 있다.인간존엄성이라는 새로운 추진력이 국가 료들의 통 보호

막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85)

국제형법은 국제범죄에 한 물 ,인 면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 하

다.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InternationalMilitary Tribunal)헌장 7조가

“피고인들의 공식 인 지 는 국가의 수반이든 정부 부서의 책임있는 리이

든,그들의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처벌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래 도쿄 국제군사재 소,ICTY,ICC의 규정들은 모두 피

고인들의 공 지 에 따른 면책을 부인하고 있다.86)87)이것이 야마시타 사건

인 면제는 신분 면제, 는 지 면제로도 불리며,외국의 고 정부 표자들에게 개인

으로 부속되는 면제로서,그들이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국가원수,정

부수반,외무장 이 향유하는 인 면제가 다른 고 료들에게도 용되는지,어느 선까지

용되는지에 하여는 아직 분명하지 않는다.한편,물 면제는 직무면제라고도 불리며,

문제된 행 나 거래의 성질에 근거하여 국가면제를 결정한다.보통 인 면제를 향유할 권

리가 주어지지 않는 하 공무원이나 임시 리인(adhocagents)이 외국을 리하여 수행하

는 행 는 거래에 하여도 물 면제가 부여된다.김 순,국제법론 제18 ,삼 사,

2015,574-577면.

84)우리 헌법은 통령과 국회의원에 하여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44조,

제45조,제84조조 참조). 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법 성질에 하여는 신동운,신형사소송법

제5 ,법문사,2014,562-563면;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법 성질에 하여는 Ibid.,758면;

국회의원에 한 석방요구의 법 효과에 하여는 Ibid.,1065-1066면 참조.

85)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p.308.

86)도쿄 국제군사재 소 헌장 6조;뉘른베르크 헌장 재 에서 승인된 국제법 일반원칙(뉘른

베르크원칙)원칙 1,원칙 3;ICTY 규정 제7조(4);ICC규정 제27조(공 지 의 무 련성)

참조.

87)ICJ의 체포 장 사건은 인 면제에 한 국제규범과 국제범죄에 한 국제규범 사이의 충

돌과 련된다.이 사건에서 콩고의 직 외교부장 에게 인정되는 면제는 쟁범죄와 인도

에 반하는 죄에 한 의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다고 벨기에가 주장하 다.ICJ는 “국내

법원의 할을 규율하는 규칙은 할 면제를 규율하는 규칙과 조심스럽게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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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과 고 직 리(seniorofficers)를 상으로 하는

‘지휘 책임’이 그토록 요해진 이유이다.88)

3.국제형법의 책임형식(ModesofLiability)

(1)집단책임의 성격을 반 한 규범체계

국제범죄의 가해자는 집단(group)이며 피해자도 집단(group)이다.89) 살인,

상해,강간,강도와 같은 일반범죄(ordinarycrimes)가 량으로 발생하 다고

하여 국제범죄가 되지 않는다.국제 요소,즉 조직화된 폭력의 배경 없이는

그것은 일반 범죄일 뿐이다.국제범죄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인 일반범죄들

을 단순히 양 으로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성격을 가진다.

규모 잔혹행 의 부분을 구성하는 개별 행 들은 조직화된 다수의 실행

자들에 의해 수행된다.이들은 다양한 계 의 군인들,이에 동조하는 정부의

료들과 평범한 개인들을 포함한다.이들의 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

할은 면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면제의 부재가 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한 범죄들에 한 다양한 국제 조약들이 국가들에 하여 기소나 인도

(prosecutionorextradition)의 의무를 부과하고,이에 따라 그들의 범죄에 한 재 권을 확

장시키고 있을지라도,그러한 할의 확 가 외교부장 과 같은 자에게 부여된 습국제법

상의 면제에 향을 주지 못한다.”(InternationalCourtofJustice,ArrestWarrantof11

April2000,para.59).ICJ는 직 외교부장 이 리는 면제(immunity)가 불처벌(impunity)

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InternationalCourtofJustice,

ArrestWarrantof11April2000,para.60),다음과 같이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

다.첫째,인 면제는 자신의 본국에는 용되지 않는다.둘째,인 면제를 리는 외교부

장 이 표하는 국가가 인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에 그는 외국에 하여 인 면제를 주장

할 수 없다.셋째,그가 외교부장 직을 갖지 않게 되면 인 면제는 더 이상 용되지 않는

다.넷째,재 권을 갖는 일정한 국제형사재 기구(certaininternationalcriminalcourts)의

차에 직 는 직 외교부장 은 복종해야 한다.이러한 로는 ICTY,ICTR,ICC가 있

다.ICC규정 27조(2)는 명시 으로 “2.국내법 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 지 에 따르

는 면제나 특별한 차규칙은 그 자에 한 재 소의 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nternationalCourtofJustice,ArrestWarrantof11April2000,para.61).

88)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p.307.

89)피해자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선택된다.나치는 유 인을 선택했고,알카에다

는 9・11에서 미국인을 선택했다.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의 문가 계층(professional

classes)을 선택하 다.피해자들은 개인 인 잘못이나,행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떤 집단

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어 선택되었다.가해자,피해자의 집단화는 국제범죄의 유형과 사례별

로 다르지만,집단성은 국제범죄의 특성이다.M.A.Drumbl,“Collective violence and

individualpunishment:Thecriminalityofmassatrocity”,NorthwesternUniversityLaw

Review,2005,p.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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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집단범죄의 특성은 입증의 어려움을 수반한

다. 량학살의 경우에 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죽 는지 증언할 수 있는 피

해자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지 않다.90) 규모의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 개별 행 들을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다수의 가담자

와 다수의 피해자,장기간의 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개별 행 가 범죄결과에

미치는 복잡한 인과 계를 입증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다.다수의 개인들의

행 가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인과 계를 통해 많은 범죄피해의 발생에 기

여한 경우에 체 범죄속에서 특정한 개인의 역할을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거 한 조직에서 범죄의 계획,

구상과 범죄의 실행자가 분리된다.지도자 범죄자들에 하여는 범죄행 에

한 여를 입증하기가 어렵고,하 의 범죄자들은 그들이 실행한 개별 행

를 넘어 국제범죄 체의 맥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통 인 형법 방법론은 특정한 범죄자의 개별 행 와 그 규범 평가

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단범죄 안에서의 개인의 개별 불법의 특성을

반 하는 만족할 만한 방법을 국내 형법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국내 형법의

정범,교사범,방조범과 같은 몇 개의 책임형식들(modesofliability)은 이러한

국제범죄의 실을 반 하기 어려웠다.형법의 이론에 의하면 국제범죄를 구

성하는 일반범죄를 지른 개별 행 자들이 소추되어 체의 조직화된 폭력에

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집단처벌이며 책임주의에 반된다.국제범죄

의 집단 성격은 이러한 자유주의 형법의 근 방법과 잘 부합되지 않았

90) 랑스는 2차 의 범처벌에 한 재 에서 멤버쉽을 범죄화하는 것(criminal

membership)을 제안하 다. 랑스는 Lidice마을의 괴를 를 들면서 형법의 일반이론이

엄격하게 용된다면 집단범죄(collectivecrime)에 하여 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

다.독일군은 1942년 ReinhardHeydrich가 라하에서 슬로박과 체코 군인들에 의해 암살되

자 그 보복으로 체코의 Lidice마을을 괴하 다.거의 모든 주민들이 살해되었고 증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범죄에 한 역할에 하여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조직이라는 개념은 유용한 것이었다. 랑스는 규모 범죄

(masscrime)라는 문제에 하여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하 다.첫째는 입증책임의 곤란을 해

결하기 하여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범죄자단체(assoicationdemalfaiteurs)이

다. 랑스 형법의 범죄자단체 는 범죄집단은 자발 으로 범죄집단의 구성원이 될 것과

그 집단이 범죄를 지르는 목 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 다.E.V.Sliedregt,

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2,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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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국제형법에서는 국제범죄에 참여,가담한 자들에 하여 일반 범죄

에 용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 근이 요구되었다.국제형법은 개인

의 행 에 을 둔 법이면서도 동시에 집단 범죄 상을 다루어야 했던 것

이다.이런 이유로 국제형법에서는 국내 형법과 달리 책임에 한 원칙이 차

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높게 되었다.91)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 규정,

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ICTY 규정,ICC로마규정은 국내 형법보다 훨

씬 다양한 책임형식(modesofli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92)이하에서는 국제

91)M.A.Drumbl,“Collectiveviolenceandindividualpunishment:Thecriminalityofmass

atrocity”,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2005,pp.541-542;M.Osiel,“The

BanalityofGood:AligningIncentivesAgainstMassAtrocity”,ColumbiaLaw Review

Vol105 No 6,pp.1751-1756;B.I.Bonafé,“Finding a ProperRoleforCommand

Responsibility”,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 5,2007,pp.599-600;R.

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IntroductiontoInternationalCriminal

Law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Press,2014,p.353

92)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 헌장 제6조는 국제범죄의 공동의 계획이나 공모의 형성 는

집행에 참여한 지도자,조직자,선동자,공범(accomplices)은 그러한 계획의 실행으로 여하한

자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행 에 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뉘른베르크 국제군

사재 이후의 범재 을 규정한 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는 제2조 제1항에서 평화에

반하는 죄, 쟁범죄,인도에 반하는 죄에도 ‘국제군사재 소에 의해 범죄성이 선언된 범죄

집단 는 조직의 구성원죄’(제2조(1)(d))‘를 별도로 두었다.나아가 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구든지 그가 행동을 한 국 이나 자격에 상 없이 다음과 같은 행 를

한 자는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지른 것으로 본다.그는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정범이거나 공범이거나, 는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명령했거나,교사했거나, 는

그러한 범죄의 실행에 동의를 하 거나, 는 그러한 범죄의 실행과 연 된 계획과 기획

(enterprise)과 련되었거나,그러한 범죄의 실행과 연 된 조직과 단체(organizationand

groups)의 구성원이다. 는 제1항과 련하여 그가 독일 는 독일의 동맹국, 투 력국,

성국가(allies,co-belligerents,orsatellites)에서 고 의 정치,민간, 는 군사[참모부

(GeneralStaff,Generalstab)를 포함한다]의 지 를 가졌거나 국가들의 재정,산업,경제

에서 요한 높은 직 를 가졌다.”;ICTY 규정은 국제범죄를 계획,선동,명령,실행자

계획, 비,실행하는 것을 조력하거나 교사한 자[제7조(1)]를 처벌하고 별도로 상 자책임

[제7조(3)]을 두고 있다.나아가 례는 공동범죄집단을 실행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ICC 규정은 책임형식을 더 세분화하여 실행(단독,공동,간 )[제25조(3)(a)],야기(명령,권

유,유인)[제25조(3)(b)],조력(방조, 력)[제25조(3)(c)],기여[제25조(3)(d)],집단살해의 선동

[제25조(3)(e)],미수[제25조(3)(f)]라는 자세하고 상세한 목록을 제시하고 별도로 지휘 책임

(제28조)를 두고 있다.ICC의 Katanga& Chui사건의 심재 부는 간 실행의 개념을 설

명하기 하여 Roxin의 정범 배후의 정범(Täter hinter dem Täter)과 조직지배

(Organisationsherrschaft)이론을 원용하고,공동실행과 간 실행을 결합한 간 공동실행을

인정하기도 하 다[(Prosecutorv.GermainKatanga& MathieuNgudjoloChui,(CaseNo.

ICC-01/04-01/07)Pre-TrialChamberIDecision on theConfirmation ofCharges,30

September2008,paras.480-518)].Lubanga사건에서는 공동실행의 단 기 에서 범행지

배설(Tätherrschaftlehre)에 기 하여 기능 범행지배의 본질 기여를 요구하 다

[Prosecutorv.ThomasLubangaDyilo,(CaseNo.ICC-01/04-01/06)TrialChamberI

Judgement,14March2012,paras.1263-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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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집단범죄 성격에 한 국제형법의 응을 살펴본다.

(2)Bernays의 집단범죄성 이론(TheoryofCollectiveCriminality)

미국의 MurrayC.Bernays 령(Colonel)은 2차 후 나치의 재 에 필요

한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 다.93)Bernays는 주축국의 모든 쟁범죄자들을 기

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나치의 범죄는 그 규모,

피해자의 수,다수 국가의 참여 등 기존의 형법 이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

고 특별한 책임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주축국의 쟁범죄자들의 배후에

는 나치 이론과 정책의 선동이 있었다.Bernays는 나치 선동의 범죄 성격이

먼 확립한 후에야 련된 개인들의 재 과 처벌의 정당성이 달성된다고 보

았다.이러한 근법에 의해서 개인들의 행 의 범죄성이 명확해지면,개인들

의 개별 행 의 범죄성은 특정한 범죄행 의 실행에 근거할 필요가 없게 된

다.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유죄는 그러한 행 들을 실행하기 하여 만들어진

조직의 구성원 자격으로부터 바로 도출된다.94)

공모죄(conspiracy)와 범죄조직(criminalorganizations)은 Bernays의 집단범

죄성 이론의 두 기둥을 이룬다.Bernays의 공모죄 구상에 의하면 게슈타포와

같은 집단을 표하는 개인들은 공모죄(criminalconspiracy)로 처벌받으며 이

러한 재 을 통하여 범죄집단이 확정된다.95)한편,범죄집단의 구성원이 처벌

되는 과정은 두 단계를 통해 구체 으로 실 된다.첫째,주된 쟁범죄자에

한 재 권을 부여받은 국제형사재 기구가 나치 당(Nazi-Partei),

Gestapo(Geheime Staatspolizei, 비 경찰) SS(Schutzstaffel, 친 ),

SA(Sturmabteilung,돌격 )와 같은 나치 조직을 범죄조직이라고 결정한다.

93)미국 육군 참모부 소속의 Bernays 령은 뉘른베르크 재 동안 미국의 기소 략

(prosecutorialstrategy)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The Owen M.Kuperschmid

HolocaustandHumanRightsProjectSeventhInternationalConferenceJudgementson

Nuremberg:The PastHalfCentury and Beyond-A PanelDiscussion ofNuremberg

Prosecutors,16B.C.ThirdWorldL.J.,2005,p.215;L.S.Sunga,“MusingonTheFuture

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AsiaPacificLawReviewVol.11,2003,p.226.

94)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p.22.

95)E.Borgwardt,“Re-ExaminingNurembergAsA New DealInstitution:Politics,Culture

and theLimitsofLaw in Generating Human Rights Norms”,Berkeley Journalof

InternationalLaw23,2005,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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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국제형사재 기구에 의해 범죄조직으로 선언된 조직의 구성원들을 국내

법원이 재 한다.여기서 개인들에 한 유죄는 구성원이라는 입증(proofof

membership)만으로 충분하다.96)

나치의 범죄에 응하여 Bernays가 구상한 소 집단범죄성 이론은 뉘른베

르크 헌장과 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에 반 되었다.뉘른베르크 헌장의

범죄조직에 한 규정(제9조-제10조)은 범죄조직의 재 에 하여 국제군사재

소와 국내 법원들간의 역할 분담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97).뉘른베르크 헌

장 제9조에 따른 범죄집단이나 범죄조직의 선언은 개인의 형사책임에 한 것

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한 것이다.그 집단이나 조직이 범죄

조직 는 범죄집단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이후의 차에서 이에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제10조).제10조는 런던 정98)의 당사국이 그들의 국내

법원,군사 법원, 령지 법원의 차에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에 의해

범죄 집단이나 조직으로 선언된 집단·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이것은 국제범죄를 실행한 자들을 주된 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소는 실제 재 에서 공모죄와 범죄조직구

96) 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pp.22-23;L.S.Sunga,“MusingonTheFutureofInternational

CriminalJustice”,AsiaPacificLawReviewVol.11,2003,pp.225-226.

97)제9조

여하한 집단이나 조직의 개인 구성원의 재 에서 본 재 소는 (그 개인이 유죄 결을 받는

행 와 련하여)그 구성원인 속한 그 집단이나 조직이 범죄조직(acriminalorganization)

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공소장의 수령 후에 본 재 소는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검사가 재 소로 하여

그러한 선언을 하도록 요청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의 범죄 성

격에 한 의문에 하여 본 재 소가 청문하여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에 하여 고지를 할 것이다.본 재 소는 그러한 신청을 허락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그러

한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본 재 소는 신청인의 변호와 청문 방법에 하여 결정한다.

제10조

본 재 소에 의하여 집단이나 조직의 범죄성이 선언되면,본 조약의 당사국(Signatory)의

국내 할 당국은 국가,군, 는 령지 재 소에서 개인들에 하여 그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에 한 재 을 할 수 있다.그러한 경우에 그 집단이나 조직의 범죄 성

격은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8)뉘른베르크 헌장은 유럽의 주축국의 범을 처벌하기 하여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체

결한 정(LondonAgreement)의 부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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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죄가 집단처벌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 다. 쟁범죄와 인도

에 반하는 죄의 공모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침략범죄(평화에 반

하는 죄)의 공모죄의 성립요건에 하여도 ‘공모의 범죄 목 에 하여 그 개

요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공모행 가 그와 련된 결정이나 행동의 시기

로부터 무 멀면 안된다’는 제한을 가하 다.99)1945년 12월 20일 통과된 연

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를 염두에 두면서 범죄조직구성원죄에 하여 ‘개인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집단처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라는 범

죄로 처벌하기 하여는 피고인이 조직의 범죄 성격을 알고 있을 것과 일정

한 정도의 자발성이 요구된다’고 시하 다.100)

뉘른베르크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 소는 주요 쟁범죄자들을 침략범죄

(평화에 반하는 죄)의 공모죄(conspiracy)로 처벌하고,나치 당의 지도부

(LeadershipCorpsoftheNaziparty),Gestapo,SD(Sicherheitsdienst,보안

),SS를 범죄조직으로 선언하 다.101)연합국의 군사법원과 재 소들은 이에

기하여 간 는 하 범죄자들을 범죄조직의 구성원죄로 처벌하 다.102)

Bernays의 구상 에서 범죄조직구성원죄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집단처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후 국제형법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한편 Bernays의

공모죄(conspiracy) 구상은 ICTY의 공동범죄집단 이론으로 발 하 다.

Bernays의 공모죄나 ICTY의 공동범죄집단 이론은 공모와 같은 주 결합

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이러한 결합을 요구하지 않는 지휘 책임과 구별된

다.

(3)공동범죄집단

99)TrialoftheMajorWarCriminalsbeforetheInternationalMilitaryTribunal,Nuremberg,

14November1945– 1October1946,Volume1,PublishedatNuremberg,Germany,

1947,pp.224-226.

100)Ibid.,p.256.

101)Ibid.,pp.257-279.

102)IMT가 범죄집단을 선언 다음의 후속 재 은 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에 근거하여 뉘

른베르크 헌장 제10조를 이행한 경우와 범죄조직에 한 자국의 국내 형법의 규정들을 용

한 경우로 나 어진다.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

Law,OxfordUniversityPress,2012,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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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미법의 공모죄(conspiracy)에 기 한 Bernays의 구상은 ICTY의 공동범죄

집단(JointCriminalEnterprise,JCE)103)이론으로 발 하 다.공동범죄집단

이론은 ICTY의 Tadi(타디취)사건의 항소심 결에서 확립된다.1992년 보

스니아 지역에서 세르비아계의 무장집단이 Sivci(시 치)근처의 Jaskii(야스

103)JointCriminalEnterprise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공동범죄집

단”(권오곤,국제 형사재 과 한국 형사재 의 비교법 고찰,인권과 정의 359호, 한변호

사 회,2006,22면;설일 ,공동범죄집단(JointCriminalEnterprise)법리 연구:ICTY의

례를 심으로,인도법논총 제30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8,22면),“공동범죄계

획”(김성규,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정범의 개념,외법논집 제38권 제2호,2014.5.,40면)이

있다.이에 하여는 번역상의 혼란을 피하거나 아직 정확한 용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

유로 “JCE”를 사용한다는 입장도 있다(최태 /박미경,JCE이론의 주요 내용과 그에 한 비

,법학논총 31집 2호,2014,한양 학교 법학연구소,173-174면;박경규,ICTY 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 성격,서울법학 23권 3호,서울시립 학교 법학연구소,2016,298면).

竹村仁美,“国際刑事法におけるJCE(JointCriminalEnterprise)の概念(1)”,｢一橋法学｣第6巻

第2号,2007.,968면은 일본에서는 JCE가 국제형사법에서도 최근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아직

번역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서 JCE를 사용하고 있다.다만,범죄집단(犯罪集団)으로

번역한 가 있고,공동범죄계획(共同犯罪計画), 는 공동범죄기도(共同犯罪 図)와 같은 번

역도 고려할 만하다고 한다.多谷千香子,戰爭犯罪と法,岩波書店,2006,101면은 JCE를 범죄

집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이 책을 번역한 多谷千香子(이민효/김유성 역), 쟁범죄와 법,

연경문화사,2010,135-141면은 범죄집단이라는 용어 신에 JCE를 사용하고 있다.JCE에

속하는 자들이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에 착안하면 “공동목 정범”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

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설일 ,공동범죄집단(JointCriminalEnterprise)법리 연구:ICTY의

례를 심으로,인도법논총 제30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8,22면). 재,JCE에

하여는 집단에 을 둔 “범죄집단”,“공동범죄집단”과 공모에 을 둔 “공동범죄계획”,

“공동범죄기도”,그리고 공모라는 요건과 법 효과로서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취지를 포함

시킨 “공동목 정범”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번역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공동목 정범”은

공동정범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는 외에 국제범죄의 집단범죄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범죄계획”이나 “공동범죄기도”는 JCE가 공모(conspiracy)에서 기원하 다는 에서 일

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JCE가 공모와 완 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 JCE가 공동의 범죄

“계획”이나 공동의 범죄 “기도”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도 있다.“범죄집

단”은 JointCriminalEnterprise에서 “Joint”의 의미를 사장시키고 “CriminalEnterpris”부분

만을 포함하고 있다.JCE가 집단범죄 상에 응하는 이론으로 ICTY에서 등장한 역사

배경,JointCriminalEnterprise의 직역에 가장 가까우면서 이 용어에 특별한 문제 이 드러

나지 않는 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공동범죄집단”을 사용한다;한편,우리나라 례의

공모공동정범과 ICTY의 공동범죄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왜냐하면 ICTY의 공동범죄

집단 이론도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우리의 례도 최근 기능 행 지

배를 요구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

다면 공동범죄집단은 (기본 범죄행 를 넘어서는)목 의 공통을 요구함에 반하여 공모공

동정범은 범죄의 고의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공동범죄집단은 공통의 목 의 실행에 력

하거나 기여할 것이 요구되지만 공모공동정범은 고의의 실행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

설일 ,공동범죄집단(JointCriminalEnterprise)법리 연구:ICTY의 례를 심으로,인도

법논총 제30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8,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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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취)마을을 공격한 직후 그곳에서 5명의 남자가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다.1

심 재 부는 Tadi가 당시 이 무장집단과 함께 행동하 지만 피해자 5명 4

명의 머리에 총상이 있다는 외에 살인과 련된 정황이 밝 진 것이 없고

가 이 5명을 살해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Tadi에 하여 무죄를 선고

하 다.검사의 항소에 하여 항소심은 습국제법의 공동범죄집단 이론을

용하여 Tadi에 하여 유죄 결을 하 다.104)

2)집단범죄에 한 응 이론

쟁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국제범죄들은 개인의 범죄 성향의 결과

가 아니다.국제범죄는 많은 경우에 공통의 범죄 목 (acommoncriminal

design)을 추구하는 집단에 의해 수행된다.이 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살인,

괴와 같은 구체 범죄행 를 신체 으로 실행한다.그러나,다른 구성원들

의 기여와 참여도 그 범죄의 실행에 필수 이며 이들의 참여의 정신 요성

은 개별 인 범죄행 의 신체 실행과 다르게 평가되지 않는다.105)ICTY 항

소심은 이러한 범죄집단을 공동범죄집단(JointCriminalEnterprise)이라고 칭

하 다.106)ICTY는 공동범죄집단이 ICTY 규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실행

(commission)의 개념에 묵시 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 다.107)

3)공동범죄집단의 유형

공동범죄집단은 Tadi 사건의 항소심 재 부의 분류에 따라 공동범죄집단

첫 번째 유형(JCE I),공동범죄집단 두 번째 유형(JCE II),공동범죄집단 세

번째 유형(JCEIII)으로 구분된다.108)이 세 가지 유형의 객 요건은 (1)복

104)Prosecutorv.Tadi,(CaseNo.IT-94-1)TrialChamberJudgement,7May1997,paras.

342-343,373,761;Prosecutor v.Tadi,(Case No.IT-94-1-A) Appeals Chamber

Judgement,15July1999,paras.190,226;Tadi 항소심 결에서 사용된 공통의 계획

(commonplan),공통의 설계(commondesign),공통의 목 (commonpurpose)은 실질 으로

동일한 의미이다.이하에서는 가 결문의 실제 기재를 따르지만 직역이 어색한 경우에

는 혼용한다.

105)Prosecutorv.Tadi,(CaseNo.IT-94-1-A)AppealsChamberJudgement,15July1999,

para.191.

106)Ibid.,para.220.

107)ICTY 규정 제7(1)조는 공동범죄집단에 의해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는 형식(modesof

participatinginthecommissionofcrimes)을 포함한다.Ibid.,para.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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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사람,(2)ICTY규정에 있는 범죄의 실행이나 이와 련된 공동의 계획,

설계, 는 목 의 존재,(3)ICTY규정에 있는 범죄의 실행과 련된 공동의

설계에 한 피고인의 참여로 동일하지만 주 요건은 그 유형별로 다르

다.109)

(i)공동범죄집단 I(기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공동의 설계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이 범죄에 한 동일한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참가자의 하나 는 그 이상이 실제로 그 범죄를 고의

를 가지고 실 한다.110) 공동의 설계에 따라 행동한 모든 공동 피고인들

(co-defendants)이 동일한 범죄의 고의를 가지는 경우이다. 를 들어,각 공

동정범이 모두 살인의 고의(intent)를 가지고 살인이라는 공동의 설계를 실천

하면서 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동정범(co-perpetrators)

들 사이에 살인의 계획이 형성된다.111)

(ii)공동범죄집단 II(수용소 유형)

두 번째는 소 강제수용소 사례(concentrationcampcases)이다.강제수용

108)Tadi 사건의 항소심 재 부는 첫 번째 유형을 공동실행(co-perpetration)사례,두 번째

유형을 수용소 사례(concentrationcampcase)라고 불 으나 세 번째 유형에 하여는 이름

을 붙이지 않았다.Ibid.,para.220;K.Ambos는 공동범죄집단 I을 기본 유형(basic

form),공동범죄집단 II를 체제 유형(thesystemicform),공동범죄집단 III을 확장 유형

(extended JCE)이라고 부른다.K.Ambos,“JointCriminalEnterprise and Command

Responsibility”,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5,2007,p.160.

109)Prosecutorv.Tadi,(CaseNo.IT-94-1-A)AppealsChamberJudgement,15July1999,

para.220;객 요건의 세 번째는 피고인이 공동범죄집단의 공동의 계획,설계 는 목

의 실행에 력 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공동의 계획,설계 는 목 에

한 참여는 매우 범 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부작 로도 가능하다.G.Boas/J.

Bischoff/N.L.Reid,InternationalCriminalLawPractitionerLibraryVolumeI– Forms

ofResponsibility InternationalCriminalLaw,Cambridge University Press,2007,pp.

44-51.

110)Prosecutorv.Tadi,(CaseNo.IT-94-1-A)AppealsChamberJudgement,15July1999,

para.220.

111)이 경우 살인을 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가담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기

한 객 ,주 요건은 다음과 같다:(i)피고인이 자발 으로 공동의 설계의 한 측면에

참여하 다( 를 들어 피해자에게 치명 이지 않은 폭력을 가하거나,다른 공동정범에게 물

질 력을 제공하거나 다른 공동정범의 활동을 도와 다).(ii)피고인이 살인행 를 직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는 그 결과를 의도(intend)하여야 한다.Ibid.,para.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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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례는 첫 번째 유형의 변형에 불과하다.112)공통의 목 의 개념은 강제수

용소(concentrationcamp)를 운 하는 군 나 행정기구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질러진 범죄들에 하여 용된다.여기서 집단은 합의된 계획(aconcerted

plan)을 해 행동한다.113)객 요건은 억압 체제의 강제에 한 극 참

여이며 이것은 피고인의 권한과 그의 기능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114)이 경

우에 필요한 주 요소는 부당한 처우 체계(system ofill-treatment)의 성

질에 한 인식과 부당한 처우라는 공동의 설계를 지속하려는 고의(intent)이

다.그러한 고의는 수용소나 계 조직구조 내에서의 피고인의 권한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115)

(iii)공동범죄집단 III(확장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범죄실행자의 하나가 공동의 설계에 속하지 않는 행 를

질 으나 그것이 공통된 목 수행의 자연스럽고 견가능한 결과(anatural

andforeseeableconsequenceoftheeffectingofthatcommonpurpose)인 경

우이다. 를 들어,하나의 인종(ethnicity)을 그들의 동네,마을이나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시키자는 공통된 그리고 공유된 의도[인종청소(ethniccleansing)를

실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러한 행 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총을 맞아

살해된 경우이다.살인이 공동의 설계(commondesign)에 일부로서 명시 으

로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총으로 하여 강제

로 이주시키다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견가능하다.사망의 험

이 공동 설계(common design)이행의 견가능하고 피고인이 무모하거나

(reckless)그러한 험에 하여 무 심하 다면(indifferent)그 집단에 참가

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116)이 유형의 주 요건은 (i)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하고 그 범죄 목 을 개인 으로 는 공동으로 발 시

키려는 의도(intention),그리고 (ii)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공동의 범죄

112)Ibid.,para.203.

113)Ibid.,para.202.

114)Ibid.,para.203.

115)Ibid.,para.196;피고인이 높은 계 이나 권한이 공동의 설계에 한 인식과 그러한 설계

에 하여 참여한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한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거의

없다.피고인이 유죄가 되면 그는 부당한 처우라는 범죄(ill-treatment)의 공동정범이 된다.

116)Ibid.,para.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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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가 질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 견가능성

이다.117)

4)공동범죄집단 III의 용과 이에 한 비

항소심은 Tadi 사건에 공동범죄집단 III를 용하여 5명의 사망에 한 책

임을 물었다.Tadi는 1992년 5월부터 12월까지 Jaskii마을이 있는 Prijedor

( 리 도르)지역에서 “ 세르비아”(aGreatSerbia)의 건설을 하여 비세

르비아계(non-Serb)의 주민을 축출하는 비인간 인 공동 범죄 목 에 극 참

여하 다.이 공통의 목 에 비세르비아 남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

지는 않았으나,Prijedor지역에서 비세르비아계 주민들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살인행 가 빈번이 발생했고 Tadi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Tadi와 그가 속한

무장집단은 사건 당일인 1992년 6월 14일 Jaskii마을을 공격하고 마을의 남

자들 일부를 심하게 구타했다.Tadi는 비인간 인 행 들을 지름으로써

Prijedor지역에서 비세르비아계 주민들 축출한다는 범죄 목 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실

천하는 에 비세르비아인들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이 견가능하다.Tadi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그러한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험을 스스로 받아들 다.118)

공동범죄집단 이론,특히 공동범죄집단 III유형에 하여는 결과책임이라는

비 ,공범에 불과한 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119)캄

117)범죄 결과를 귀속시키기 하여는 범죄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과실(negligence)로는 만족되지 않는다.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의도하지는 않았

지만,집단의 행 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험을 자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달리 말하면 소 dolus

eventualis(어떤 국내 형법 체계에서는 advertentrecklessness로 불리기도 한다)가 필요하다.

Ibid.,para.220.

118)Ibid.,paras.230-237;항소심은 Tadi에 하여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30(ICTY 규정

제2조(a)의 고의 살인에 의한 한 반),공소사실 31(ICTY 규정 제3조(1)(a)의 살인에

의한 쟁의 습과 법 반),공소사실 32(ICTY 규정 제5(a)살인에 의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하여 각 ICTY규정 제7조(1)을 용하여 유죄를 인정하 다.Ibid.,paras.235-237.

119)공동범죄집단은 공동의 범죄실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모든 가담자들을 그러한 공동의 범죄

의 과정에 발생한 범죄들에 하여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공동범죄집단 III유형

은 공동의 계획에 있지 않은 범죄가 발생된 경우에도 그에 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문제 이 발생한다.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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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아 특별재 부(ExtraordinaryChambersintheCourtsofCambodia)는

재 의 용 상이 되는 1975부터 1977까지의 습국제법에서 공동범죄집단

III유형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 다.120)한편,ICC의

Lubanga(루방가) 사건에서 심재 부와 1심재 부는 피고인의 공동정범

(co-perpetration)책임을 공동범죄집단으로 구성하지 않고 Roxin의 기능 범

행지배(DiefunktionelleTatherrschaft)론에 기 하 다.121)

4.공동범죄집단과 지휘 책임

ICTY의 기에 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의 책임에 한 가장 책임이 있는 자

들에 한 책임귀속이론으로 환 을 받았다.ICTY의 검사는 기소의 편의를

해서 제7조 제1항(직 책임)과 제7조 제3항(지휘 책임)을 모두 용하여 기

소하 다.제7조 제1항의 부분은 공동범죄집단이었고,ICTY의 기의 례

도 ICTY 규정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122)

Nomos,2009,S.270;ICTY의 공동범죄집단 이론에 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라는

에서 분석·비 한 내용은 박경규,ICTY 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 성격,서울법

학 23권 3호,서울시립 학교 법학연구소,2016,319-326면;집단살해죄의 정범에는 집단을

괴할 목 이라는 특별고의가 필요하다.공동범죄집단 III에 의하면 이러한 목 이 없는 자

도 집단살해죄가 질러질 것을 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집단살해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에서 집단살해죄의 주 요건을 과실의 수 으로 낮추게 된다는 비 에

하여는 박미경,국제형사법상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에 한 연구,한양 학교 박사학 논

문,2014,155-158면.

120)Prosecutorv.NuonCheaetal.,(CaseNo.002/19-09-2007/ECCC/TC)TrialChamber

Decision on theApplicability ofJointCriminalEnterprise,12September2011,paras.

27-29;박경규,ICTY 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 성격,서울법학 23권 3호,서울시

립 학교 법학연구소,2016,325-326;A.Cassese/P.Gaeta/L.Baig/M.Fan/C.Gosnell/A.

Whiting,Cassese’sInternationalCriminalLaw 3rded,OxfordUniversityPress,2013,p.

164.

121)Prosecutorv.LubangaDyilo,CaseNoICC-01/04-01/06,Pre-TrialChamberI,Decision

on theconfirmation ofcharges,14May 2007,para.330-332;Prosecutorv.Thomas

LubangaDyilo,CaseNoICC-01/04-01/06,TrialChamberIJudgement,14March2012,

para.976-1018;범행지배론을 용한 ICC의 례들에 하여는 박미경,국제형사법상 개인

의 형사책임 원칙에 한 연구,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2014,181-230면 참조;그러나,

ICC의 다른 재 부들이 범행지배론을 버리고 공동범죄집단 이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주장이 있다.A.Cassese/P.Gaeta/L.Baig/M.Fan/C.Gosnell/A.Whiting,

Cassese’sInternationalCriminalLaw 3rded,OxfordUniversityPress,2013,p.175.

122)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1223;ICTY,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

AppealsChamberJudgment,20February 2001,para.745;W.A.Schabas,TheUN

InternationalCriminalTribunals:TheformerYugoslavia,Rwandaand SierraL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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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인 상 자의 부하에 한 실효 통제(effective

control)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하 다. 실에서 상 자

가 그의 부하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존재했다.게다가 ICTY의 례는 차 제7조 제1항을 제7조 제3항에

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제7조 제1항의 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

7조 제3항을 용하 다.123)이에 따라 ICTY 검사는 지휘 책임을 공동범죄

집단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비한 비용으로 활용하 다.그러나,공동범

죄집단의 성립요건은 매우 완화되어 있었고 지휘 책임의 실효 통제 요건은

매우 엄격하 기 때문에 공동범죄집단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는 실 으로 존재하지 않았다.124)게다가 고의를 요건으로 하

는 공동범죄집단이,인식이나 인식의 실패를 요건으로 하는 지휘 책임 보다

무거운 책임으로 보여서 검사에게 더 매력 이었다.125)이러한 이유로 ICTY

의 검사는 지휘 책임보다 공동범죄집단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제3 국제범죄와 지휘 책임

I.지휘 책임의 의의

일반 으로 지휘 책임은 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부하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상 자가 지는 국제법상의 형사책임을 말한다.부

하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상 자는 부하의 범죄를 방지,처벌

할 의무가 있으며,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하가 지른 범죄

와 련하여 처벌된다.작 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부작 책임이며 하 자의

CambridgeUniversityPress,2006,pp.315-317.

123)Prosecutorv.Staki,(CaseNo.IT-97-24)TrialChamberJudgement,31July2003,

para.466;Prosecutorv.Branin,(CaseNo.IT-99-36-T)TrialChamberJudgement,1

September 2004, paras. 284-285; Prosecutor v. Kordi & erkez, (Case No.

IT-95-14-2-A)AppealsChamberJudgement,17December2004,paras.34-35.

124)W.A.Schabas,TheUN InternationalCriminalTribunals:TheformerYugoslavia,

RwandaandSierraLeone,CambridgeUniversityPress,2006,p.324.

125)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

T.M.CAsserPress,2010,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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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하여 상 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이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

었던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는 포 책임이다.지휘 책임은 야마시타

(Yamashita)에 한 미국 군사 원회와 연방 법원의 결에서 기원하기 때

문에 야마시타 책임(Yamashitaresponsibility)이라고도 불린다.126)지휘 책임

은 야마시타 결을 계기로 국제형법에서 처음으로 확립된 것이며 국내 형사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

이다.127)128)

126)commandresponsibility의 직역은 지휘책임이다.commandresponsibility를 지휘 책임이

라고 부르는 것은 지휘 이 내린 지휘(명령)보다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 의 권

한과 지 에 을 둔 것이다.1977년 제1추가 의정서 68조(2)와 ICTY 규정 7조(3)은 지휘

과 상 자를 Superior라고 칭하 다.이러한 이유로 ICTY는 지휘 책임을 가리킬 때

commandresponsibility 신에 superiorresponsi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많다.이

하에서는 commandresponsibility를 지휘 책임으로 부르지만 지휘 책임과 상 자책임의

내용에 실질 인 차이는 없으므로 상 자책임을 혼용하기도 한다.M.L.Nybondas,

Command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

2010,p.153;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

법연구원,2013,44면 참조;권오곤 ICTY 재 은 ‘지휘 책임’을 사용하고 있다.권오곤,

국제 형사재 과 한국 형사재 의 비교법 고찰,인권과 정의 359호, 한변호사 회,2006,

22면;Responsibility는 형사상 는 민사상의 법률 인 책임(Liability)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 의 역할,권한과 의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본고에서는 Liability그 에서도 형사상

책임의 의미로 사용한다.H.L.A.Hart,PunishmentandResponsibility2nded.,Oxford,

2008,pp.210-230참조.

127)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Press,2014,para.579;G.Mettraux,TheLaw ofcommand Responsibility,

OxfordUniversityPress,2009,p.43;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2,p.9;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에 고유

한 책임 이론(inculpatorydoctrine)이며 국내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론이 존재하지 않

는다.R.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IntroductiontoInternational

CriminalLaw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Press,2014,p.384;지휘 책

임은 국내법에서 기원하지 않는다.지휘 책임은 국제법에서 출 하여 국내법으로 되었

다.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 2nded,OxfordUniversityPress,2008,p.

242.

128)Bassiouni에 의하면 commandresponsibility는 넓은 의미에서 다음의 두 가지 다른 내용

을 포함한다.첫째는 상 자가 법한 명령,즉 부하에게 국제형법에서 범죄가 되는 국제범

죄행 를 범하도록 명령한 것이다.둘째는 부하들이 지른 국제범죄로 인하여 상 자가 지

는 책임이다.국제형법상 지휘 책임은 부하의 범죄와 련된 상 자의 부작 를 문제삼는

간 책임인 에서 직 책임에 해당하는 첫 번째와는 다르다.지휘 책임을 고찰함에 있어

서 명령 책임을 포함시키는 견해는 상 명령의 복종의 항변과 지휘 책임을 동 의 양면으

로 보고 있다.부하에게 범죄를 명령한 상 자의 책임에 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본 논문은 지휘 책임에서 첫 번째 의미를 제외한다.M.C.Bassiouni,Introductionto

InternationalCriminalLaw 2nded.,MartinusNijhoffPublishers,2013,pp.332,337,339,

368참조;지휘 책임을 간 책임으로,지휘 책임 이외의 다른 책임형식들을 직 책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독립범죄설의 입장에서는 지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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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책임(CommandResponsibility)은 주로 군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129)

1977년 제1추가의정서 86조(2)나 ICTY 규정 제7조(3)은 군지휘

(Commander) 신에 상 자(Superior)를 사용하 고,지휘 책임이 부하 는

하 자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도 용되기 때문에 군과 민간인 조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상 의 책

임 는 상 자책임(Superior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된다.130)

여기서 민간인 상 자(CivilianSuperior)는 군인이나 투원이 아니라는 의미

이며, 료,공무원은 물론,정치인,기업인과 같은 비공무원도 포함된다.

지휘 책임의 상이 되는 군지휘 이나 (민간인)상 자는 자기가 속한 조

직의 의사결정권,명령권 는 지휘권을 가진 자,즉 그 조직의 지도자,실권

자를 말한다.따라서 “Superior”,“CivilianSuperior”라는 용어나 그 번역인

“상 자” 는 “상 ”이나 “민간인 상 자”는 이러한 의미를 달하지 못한다.

“Superior”는 단지 자신의 하 자나 부하에 하여 계층 구조상 상부에 있다

는 의미에 불과하며 그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에 하여 실효 통제

를 가지는 지 라는 의미를 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상 자책임”

은 군과 민간인 조직 모두에서 지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는 하지만 조직의 실권자인 지도자의 책임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CivilianSuperior”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문민실권자”,“문민최상

자”,“문민통솔자”,그리고 군의 지휘권을 가진 국가 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문민통수권자”와 같은 용어가 될 것이다. 한 군지휘 과 문민실권자를 모

두 포함하는 말로는 “상 자”보다는 “지도자”,“실권자”(實權 ),“통솔자”(統

은 상 자의 부작 에 한 직 책임이다.한편,방조범의 경우에 실행행 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에서 간 책임이지만,정범의 실행행 가 귀속되어 책임진다는 면에서는 간 책

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등 간 책임과 직 책임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따라서 직 책임

이냐,간 책임이냐는 표 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그러나,지휘 책임을 간 책임,지휘 책

임 이외의 다른 모든 책임형식을 통합하여 직 책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의 편리성이 있으므

로 이하에서도 이러한 용어례를 따른다.

129)A.Cassese/P.Gaeta/L.Baig/M.Fan/C.Gosnell/A.Whiting,Cassese’sInternational

CriminalLaw 3rded,OxfordUniversityPress,2013,pp.180-181.

130)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2014,para.580은 command responsibility가 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superiorresponsibility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로마규정 제28조(지휘 과 기타 상 자의 책임)

도 상 자책임이라는 용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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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 ),“실세”(實勢)와 같은 용어가 더 당할 것이다.이하에서는 통 인 용

어례에 따르며,“CivilianSuperior”는 “민간인 상 자”로,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는 “상 자” 는 “상 ”을 사용한다.지휘 은

군지휘 을 의미하며,특별히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의 군지휘 도 포함한다.

II.지휘 책임의 집단범죄성 – 조직의 명령권자의 책임

공동범죄집단과 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에서 집단범죄에 한 응으로 발

하 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과 범죄의 실행자 사이의 결

합의 방식이 다르다.Bernays의 구상과 ICTY의 공동범죄집단의 집단범죄

요소는 공통의 범죄 목 (commoncriminalpurpose)이다.131)공동범죄집단은

범죄를 목 으로 결합한 자들이다.범죄의 성립의 규범 평가에 있어서 공모

자들 사이의 상 자-하 자의 계는 무의미하다.공모자들은 공동의 범죄의

동등한 주체로서 수평 계에 있으며 상 자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각

개인의 범죄에 있어서 실질 인 책임의 정도는 범죄성립 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에서 공통의 범죄 목 으로 결합한 자들의 형사책임은 일원 으

로 악된다.132)

한편,지휘 책임에서의 지휘 책임의 집단범죄 요소는 상 자가 그가 속

한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명령권자라는 지 ,즉 상 자와 국제범죄를 지른

부하의 계(상 자의 지 는 상 자의 부하에 한 실효 통제)에 있다.

공동범죄집단과 달리 상 자와 부하가 공모를 통하여 범죄 목 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며,상 자는 그의 부하의 범죄에 하여 한 통제를 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진다.따라서 지휘 책임은 Bernays의 구상이나 이를

승계한 ICTY의 공동범죄집단 이론과 다르며 미국 군사 원회와 연방 법원의

야마시타 결을 통하여 별도로 발 한다.

131)K.Ambos,“JointCriminalEnterprise and Command Responsibility”,Journalof

InternationalCriminalJustice5,2007,p.167;

132)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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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책임은 계층 구조를 가진 조직이나 집단이 국제범죄를 지른 경우

에 그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지휘 을 처벌하기 하여 국제형법에서 처음

등장하 다.국제범죄는 많은 경우에 상명하복구조를 가진 계층 으로 조직된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다.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러

한 범죄의 비와 실행이 조직과 이 조직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된

다는 에 있다.지도자는 자기와 부하들을 포함하는 체 조직을 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부하들은 상 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을 집행하도

록 요구된다.상 자는 명령을 하며,그는 그의 명령이 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집단범죄를 지른 조직의 문화,의사,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상 자에 하여는 그러한 조직이 지른 범죄에 하여 그가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야 한다.133)

집단의 하 자들은 범죄의 객 요건들의 실행에 직 참여하고,상 자

는 범죄의 신체 인 실행에는 여하지 않는다.그러나,집단의 조직 구조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발생에 한 실질 책임은 지휘 과 같은 지도 지 에

있는 자가 가장 크다.134)이들은 국제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133)지휘 책임은 지휘계통(chainofcommand),그리고 그 지휘계통을 통하여 최상층의 권력

자의 결정이 최하층에까지 미친다는 에 을 두고 있다.이 이론은 지도자들의 하

고, 임할 수 없는 의무,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지 라는 것을 알면서 이

를 받아들 다는 을 강조한다.M.Osiel,“TheBanalityofGood:AligningIncentives

AgainstMassAtrocity”,ColumbiaLawReviewVol105No6,2005,p.1770;Arendt의 악

의 평범성에 한 보고서는 악명 높은 나치 범 Eichmann이 괴물이 아니라 사실은 평범한

인간이고 그토록 끔직한 일들을 한 후에도 여 히 정상인과 같다고 말한다. 간 리자에

불과하고 인간 으로도 평범 는 조 부족했던 Eichmann이 수 많은 유 인을 강제수용소

로 보내는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 다는 사실,그리고 범들의 부분이 Eichmann처럼 지

극히 정상 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집단범죄에서 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말

해 다.악의 평범성을 집단에 퍼뜨린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Arendt는 이것을 “말과 사고

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두려운 교훈(the lesson of the fearsome,

word-and-thought-defying banality ofevil)”이라고 불 다.H.Arendt,Eichmann in

Jerusalem:AReportontheBanalityofEvil,PenguinClassics,2006,pp.252,276(강조는

원 자).

134)국내형법과 달리 국제범죄의 형 인 범죄자(paradigmaticoffender)는 범죄를 직 실행

한 자,즉 방아쇠를 당긴 자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한 자,배후에서 계획을 한 지도 치에

있는 자(masterminds)들이다.이러한 에서 범죄를 실행한 자에 비하여 소 범죄에 가담

한 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종종 국제범죄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자

(thosebearinggreatestresponsibility) 는 국제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의심되는

최고지도자들이라고 불린다.이것은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collectivecriminality)을 반 하

는 것이며,책임에 한 원칙(generalprinciplesofliability)이 국제형법에서 상 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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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묵인,방치하 다.135)따라서,범죄에

한 책임을 합리 으로 분배한다면 비록 범죄 실행에 신체 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범죄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지휘 ,상 자들에

하여는 그 역할에 부합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136)

비 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

IntroductiontoInternationalCriminalLaw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

Press,2014,p.353; 가 량살상의 책임자인가.그것은 개인범죄와 정반 로 해석되어야

한다.개인범죄의 경우 최후의 행 자가 정범성을 갖는다.그러나,조직체범죄의 경우 실제

발포자일수록 낮은 직 에서 명령을 받은 치에 서며,일종의 도구처럼 이용된다.책임의

정도는 장에서 떨어져 지휘명령체계에서 상 에 있는 자가 더 높으며,지휘명령체계를 사

실상 지배하는 자가 범죄의 수괴가 된다.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2006,

169면;피고인의 상 자,지도자의 신분은 국제범죄의 피고인에 한 양형에 있어서 가 요

소로 작용한다.S.D’Ascoli,SentencinginInternationalCriminalLaw,HartPublishing,

2011,pp.233-237.

135)1913년 카네기 국제평화기 (InternationalEndowmentforInternationalPeace)은 발칸

쟁의 원인을 조사하기 한 원회를 설치하 다.이 원회는 1914년 발칸 쟁의 원인과

행 에 한 조사보고서(ReportoftheInternationalCommissiontoInquireintotheCause

andtheConductoftheBalkanWars)에서 모든 교 행 그리고 그 와 에 질러진 잔

혹행 는 권력자의 말 한디만 있었으면 끝났을 것이라고 하 다.R.Arnold/O.Triffterer,

“Article28ResponsibilityofCommandersandOtherSuperiors”,inCommentaryon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Edited by Otto Triffterer),
C.H.Beck-Verlag,2008,p.802; 조사보고서는 발칸 쟁의 진정한 범죄자들은 의 의

견을 선동하고 민 의 무지를 악용한 자들이며 이들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개인

이익을 하여 희생시킨 자들이라고 주장하 다.InternationalCommissiontoInquireinto

the Causesand Conductofthe Balkan Wars(Carnegie EndowmentforInternational

Peace).ReportoftheInternationalCommissiontoInquireintotheCausesandConduct

oftheBalkanWar,1914,p.19.https://archive.org/details/reportofinternat00inteuoft2016.

3.1.최종 속; 보고서는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상 자들은 부하들이 쟁의 습과 법

의 엄격한 수나 그들의 쟁범죄와 같은 불법행 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다.1993년 이 보고서를 재인쇄하 을 때,G.F.Kennan은 지휘 책임과 련하

여 1991년 이후 구 유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1910년 발생한 발칸 쟁을 비교하면서

‘ 보고서가 지 하 듯이 지휘 들이 문제된 범죄행 들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

명히 그들에 의하여 묵인되었거나 유인되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고 한다.O.Triffterer,

“Causality,aSeparateElementoftheDoctrineofSuperiorResponsibilityasExpressedin

Article28RomeStatute”, LeidenJournalofInternationalLaw15,p.180;ICTY를 설립

한 국제연합 안 보장이사회는 ICTY의 재 소 업무종료 계획(ICTY CompletionStrategy)

을 승인하면서 ICTY의 할 범죄에 하여 가장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자들(themost

seniorleaderssuspectedofbeingmostresponsibleforcrimeswithinICTY’sjurisdiction)

에 한 기소와 재 에 집 할 것으로 요구하 다.RESOLUTION 1503(2003),Adoptedby

theSecurity Councilatits4817thmeeting,on 28August2003;RESOLUTION 1534

(2004),AdoptedbytheSecurityCouncilatits4935thmeeting,on26March2004.

136)그러나,실제로 이러한 기여의 정도를 정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쉽

지 않다.B.I.Bonafé,“FindingaProperRoleforCommandResponsibility”,Journalof

InternationalCriminalJustice5,2007,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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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로마규정은 국내 법원이 국제범죄를 지른 자에 하여 재 권을 행

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제형사재 소가 재 권을 행사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을 택하고 있다.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건이 재 소의 추가 조치를 정당화

하기에 충분한 성이 없는 경우”에 국제형사재 소는 재 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로마규정 제17조(1)(d)].사건의 성(gravity)이라는 요건은 ICC가

국제범죄에 하여 가장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자들에 하여 재 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7) 한,국제범죄에 하여는 국가수반,공 지

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에 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를 처벌하는 책임형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138)따라서 지휘 책

임은 국제범죄의 발생에 가장 책임이 큰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국제형법에 가

장 합한 모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39)

그러나,이것이 지휘 ,상 자가 가장 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140)지휘 책임은 부하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은 경

137)Prosecutorv.ThomasLubangaDyilo,(CaseNo.ICC-01/04-01/06)Pre-TrialChamber

IDecisionconcerningPTC I’sDecisionof10February2006andtheIncorporationof

DocumentsintotheRecordoftheCaseagainstMrThomasLubangaDyilo,24February

2006,para.50.

138)R.Arnold/O.Triffterer,“Article28ResponsibilityofCommandersandOtherSuperiors”,

inCommentaryonthe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EditedbyOtto

Triffterer),C.H.Beck-Verlag,2008,p.799;지휘 책임이 최 로 등장한 야마시타 재 이

나 도쿄국제군사재 에서 보듯이 지휘 책임의 상자들은 최고사령 이나 내각의 구성원들

이었다.그런데 임시재 소들은 부분 간이나 하 의 지휘 들에 하여 지휘 책임을

용하 다.이것은 임시재 부들이 상 자-하 자의 계(실효 통제)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B.I.Bonafé,“FindingaProperRoleforCommandResponsibility”,

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5,2007,p.616.

139)커먼로와 독일의 객 설과 같은 통 인 국내 형법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범죄 구성요

건을 최종 으로 실행한 자를 정범으로 보고 그에 하여 다른 방식으로 인과 으로 기여한

자를 공범으로 보는 자연 근법에 기 하고 있다.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형

법이 교사범에 하여는 정범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일반 으

로 정범이 공범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본다.국제범죄에 하여 가장 책임이 크다

(mostresponsible)는 의미는 발생한 범죄에 하여 와 같은 통 인 국내 형법체계에 따

라 정범이 되는지,공범이 되는지를 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자연 근법은 범죄의 정의

를 만족하는 행 가 아닌 행 를 하는 모든 자는 공범이라는 생각에 기 한다.그러나 이러

한 근법은 발단 단계가 낮고 단순한 사회에서 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무기불법매매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국제범죄와 같

은 집단범죄에서는 용이 쉽지 않다.J.G.Stewart,“Complicity”,in The Oxford

Handbook ofCriminalLaw(Edited by M.D.Dubber/T.Hörnie),Oxford University

Press,2014,pp.536-537참조.



- 55 -

우는 물론이고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

고 있다.따라서,지휘 책임이 국제범죄의 발생에 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

를 처벌하기 한 책임형식(amodeofliability)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경우

에 상 자를 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41)상 자의

부하에 한 실효 통제라는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은 집단범죄의 발생에 책

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국제형법의 요청을

반 한 것이지만,142)이것이 피고인이 상 자라는 이유로 그의 책임의 정도를

140)군과 민간인 조직의 고 지도자들이 직 국제범죄를 스스로 실행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제범죄를 직 실행한 지도자와 하 자의 양형을 직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S.D’Ascoli,SentencinginInternationalCriminalLaw,HartPublishing,2011,p.

238.

141)2010년 8월까지의 ICTY와 ICTR의 선고형량을 책임형식별로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일반

으로 지휘 책임에 한 실제 형량은 직 책임보다 경하다.ICTY의 1심재 부의 경우에

직 책임으로만 유죄 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 형의 평균은 22년,직 책임과 지휘 책임에

하여 모두 유죄 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 형의 평균은 12.9년,지휘 책임에 하여만 유

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구 형의 평균은 4년이었다.한편,ICTR의 1심재 부의 경우에 직

책임으로만 유죄 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 형의 평균은 44.8년,직 책임과 지휘 책임에

하여 모두 유죄 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 형의 평균은 78.7년,지휘 책임에 하여만 유죄

결을 받은 사례는 1건으로 11년의 구 형이었다.참고로 1심재 부의 선고형의 평균은

ICTY의 경우는 19년,ICTR의 경우는 52년이다.Ibid.,pp.215-219;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의 로마규정 이행입법은 지휘 책임에 하여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고 있었

던 경우는 물론이고 알지 못한 경우에도 종신 구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것은 캐나다의 입법자들이 국제범죄의 발생에 있어서 단순한 부작 에 그친 상 자의 책임

이 국제범죄를 직 실행한 자들에 (심지어는 상 자의 귀책사유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

지 못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조차)못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Canada,

CrimesAgainstHumanityandWarCrimesAct,제5조(3),제7조(4).

142)지도자들에 한 면책의 부인과 지휘 책임은 역사 으로 한 계에 있다.미국은 1

차 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방안을 논의한 쟁의 주모자의 책임과 형벌의 집행에 한

원회(CommissionontheResponsibilityoftheAuthorsofWarandonEnforcementof

Penalties)에 유보 문서(Memorandum ofreservation)를 제출하 다.이 유보문서는 부정

범죄(NegativeCriminality)와 국가원수에 한 면책특권(HeadofStateImmunity)의 침해에

하여 반 의견을 제시하 다.상 의 지 에 있는 자가 그들의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를 부정 범죄라고 칭하면서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고 직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부하들이 지른 범죄에 하여 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회의 다수의견

에 하여 반 한 것이다.미국의 반 의견을 고려한 원회는 장래에 설치될 재 소(High

Tribunal)가 다루어야 할 집단(groups)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국의 권력자들(authorities)로서 국가의 수반을 포함하여 그들의 지 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

라도 계 의 고하를 막론하고 쟁의 법과 습을 반하도록 명령하 거나 는 쟁의 법

과 습의 반을 알고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

을 방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반을 끝내게 하거나 막지 않은

자.S.Darcy,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UnderInternationalLaw,

TransnationalPublishers,2007,pp.190-191;The Tokyo Judgment,APA-University

PressAmsterdam Bv,1977,p.1063;H.M.Rhea,TheUnitedStatesand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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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국가,정치,군의 고 지도자

들이 국제범죄를 직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공동체에 의한 처벌이 가

능하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인권유린을 방지하고,국제범죄의 기본 행 를

직 실행한 수많은 하 의 범죄자들을 사실상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범죄 발생의 실질 인 원인이자 상징인 지도자들에 하여 정의를 실

함으로써 (그 집단을 포함하는)사회의 화해,평화를 이루는 것이 지휘 책

임의 목 이다.143)

III.지휘 책임의 문제

1.포 성

국제형법이 지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상 자의 의무는 부하의 범죄를 방

지,억제,처벌,보고할 의무를 포함하는 범 한 내용이며,144)지휘 책임의

주 요건은 인식뿐만 아니라 과실을 포함하고 있다.지휘 책임은 상 자

가 부하들이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아니하거나 이를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방지를 못한 경우와 부하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

서도 이를 처벌하지 않거나 이를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처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145)지휘 책임의

범성은 지휘 책임을 기소 단계에서 다른 책임에 한 비 ,보충 책임으

로 활용할 수 있게 하 다.국제범죄를 계획하고 선동한 지도자들에 한 직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경우에,지휘 책임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자들

이 지른 국제범죄에 하여 도덕 으로 유책한 상 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CriminalTribunal,Intersentia,2012,pp.38-41.

143)M.Osiel,“The Banality ofGood:Aligning Incentives AgainstMass Atrocity”,

ColumbiaLawReviewVol105,2005,p.1751.

144)지휘 책임은 작 의무 반을 처벌하기 때문에 그 의무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휘 의 의무에 범 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ICTY의 Hadžihasanovi 사건에서는 부하

들의 범죄를 막기 해 병력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M.L.Nybondas,

Command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

2010,p.153.

145)부하가 범죄를 지른 경우에 상 자가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 조직 내에 그 범죄가 조

장,묵인된다는 인식을 퍼뜨리며 그 결과 그 범죄는 계속 발생한다.따라서 지휘 책임은 범

죄를 처벌하지 않은 상 자의 책임을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책임과 동등한 유형으로 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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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146)자기가 명령하 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

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국제공동체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는 것을 국가와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147)이러한 범 한 책임은

국가지도자들이 면책을 받아 왔던 실에 한 국제공동체의 반성이며,국제

형법이 일반 방 규범으로서 효과 으로 기능하게 한다.

그러나,이러한 포 내용을 담고 있는 지휘 책임의 처벌근거와 그에 부

합하는 성립요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휘 책임은 집단책임이며 결과

책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나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반,책임주의

반이라는 비 을 피할 수 없게 된다.148)149)

146)Prosecutorv.Kayishema& Ruzindana,(CaseNo.ICTR-95-1-T)AppealsChamber

Judgement,1June2001,para.516.

147)그들의 지휘 의 명령이나 노력에 의하여 억제되지 못한 부 의 난폭성(excesses)이 거의

부분 쟁법이 방지하려고 하는 반행 들로 귀결된다는 은 명백하다.침략군의 지휘

이 민간인 주민과 쟁포로의 보호를 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하고도 처

벌을 받지 않는다면 민간인 주민과 쟁포로를 잔인한 행 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쟁법의

목 은 부분 좌 된다.InreYamashita,327U.S.1,at15(1945).

148)지휘 책임이 책임주의 반이라는 표 주장은 M.Damaška,“TheShadow Sideof

CommandResponsibility”,TheAmericanJournalofComparativeLawVol49,2001; A.

M.Danner/J.S.Martinez,“Guilty Associations:JointCriminalEnterprise,Command

Responsibility,and the DevelopmentofInternationalCriminalLaw”,California Law

ReviewVol.93No.1,2005.

149)지휘 책임이 포 성격과 부작 책임이라는 에 비추어 지휘 책임이 다른 책임에

한 보충 (catch-allprovision)책임인지가 문제된다.ICTY 례는 방조의 성립요건으로 피

고인의 행 가 정범의 범죄의 실행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contribution)를 할 것을 요구

하며[Prosecutorv.Furundžija,(Case No.IT-95-17-1)TrialChamberJudgement,10

December1998,para.273-275],주 요건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를 공유할 필요는 없으나

정범의 범죄의 본질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Prosecutorv.Krnojelac,(Case

No.IT-97-25-A)AppealsChamberJudgement,17September2003,para.52].이러한 이

유로 방조가 지휘 책임보다 요건이 강화된 형태의 한 책임처럼 보이며 례는 직 책임

이 용되는 경우에는 지휘 책임은 보충 인 책임으로 보아 이에 하여 단을 하지 않는

다[Prosecutor v. Nahimana et al., (Case No. ICTR-99-52-A) Appeals Chamber

Judgement,28November2007,para.667].그러나,지휘 책임은 상 자의 하 자에 한

실효 통제를 요구하고 있고,자신의 의무 반을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행

에 가담하는 방조와는 법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방조와 지휘 책임 에서 어떤 것

이 더 한 책임이라고 일률 으로 말할 수 없다(독립범죄설).Strugar사건에서 ICTY 1심

재 부는 피고인이 마을에 하여 법한 공격을 단시키기 하여 더 효과 인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경우에 방조(A&A)보다 상 자책임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지휘

책임이 방조의 보충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을 하 다[Prosecutorv.Strugar,(Case

No.IT-01-42-T)TrialChamberJudgement,31January2005,para355];독일의 국제형법

제4조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알고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 상 자를 부하가

지른 범죄의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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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단책임과의 구별

지휘 책임은 집단책임,무과실책임, 책임(vicariousliability)과 구별된

다.집단책임은 범죄를 지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이

며,무과실책임은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 책

임은 단지 피고인과 타인과의 계,그 타인의 범죄행 라는 두 가지 요건으

로 충족된다.이에 반하여 지휘 책임은 상 자의 인식이나 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fault)와 상 자의 작 의무 반(범죄 방지 의무와 처벌 의무의 반)을

요건으로 한다(culpabilityprinciple).150)따라서,지휘 책임이 집단범죄의 특

성을 반 하 다고 하여 집단책임이나,무과실책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집단범죄의 특성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그 집단에 속한 자들 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이러한 에서 집단범죄에 있어

서 구에게 어떤 요건 하에서 형사책임을 분배하느냐는 요한 문제이다.지

휘 책임의 법 성질을 규명하는 것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이 책임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다.151)

3.입증책임

범죄의 주 요건과 객 요건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범죄의 객

요건의 유형 실행은 부하들에게서 나타나고,범죄에 한 계획이나 고

의는 상 자로부터 기원한다.범죄를 신체 으로 수행하는 부하들의 고의는

범죄행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들의 범죄는 상 자에 비하여

150)D.Robinson,“How Command Responsibility GotSo Complicated:A Culpability

Contribution,itsObfuscation,andaSimpleSolution”,MelbourneJournalofInternational

Law Vol13,2012,pp.9-10;B.I.Bonafé,“Finding a ProperRole forCommand

Responsibility”,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5,2007,pp.603-604; 륙법의

경우는 책임주의 는 유책성의 원칙(culpabilityprinciple)이 종종 헌법에까지 규정되고 있

으나 미법에서는 인과 계만을 요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felonymurder)도 있다는

를 들면서 륙법이 책임주의를 미법보다 더 엄격하게 수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M.

Damaška,“TheShadow SideofCommand Responsibility”,The AmericanJournalof

ComparativeLawVol49,2001,p.465.

151)형법의 가장 요한 원칙의 하나는 개인책임의 원칙이며 집단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Criminalguiltispersonalandmasspunishmentsshouldbeavoided).TrialoftheMajor

WarCriminalsbeforetheInternationalMilitaryTribunal,Nuremberg,14November

1945– 1October1946,Volume1,PublishedatNuremberg,Germany,1947,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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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입증될 수 있다.문제는 범죄에 한 실행 행 에 가담하지 않고 범죄장

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 자들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다.152) 실에 있

어서 집단의 가장 상부에 속하는 자들은 범죄를 명령한 것은 물론 묵인한 사

실도 부인한다.153)집단범죄인 국제범죄의 책임을 구에게,어떻게 배치하고,

그러한 책임 발생의 근거를 어떻게 입증하여 그들의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154)지휘 책임은 상 자가 국제범죄에 직

개입하 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 자에 한 형사소추를 가능하

게 한다.

그러나,지휘 책임은 입증책임의 가를 통한 결과책임이 아니다.지휘 책

임은 상 자가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을 의욕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부하가 국제범죄를 지른 경우에 상 자는 그가 부하의 범죄를 알고 있

었거나,알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던 경우에,부하의 범죄를 방지

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자신의 부작 에 상응하는 형사책임만을 지는 것이

다.155)

4.다원화

지휘 책임은 ICTY의 례가 표하는 습국제법,로마규정이 표하는

지휘 책임에서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아가 지휘 책임에 한 각

152)B.I.Bonafé,“Finding a Proper Role for Command Responsibility”,Journalof

InternationalCriminalJustice5,2007,p.600.

153)5·18 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내란목 ‘살인’) 여사실을 부인했다. 두환은 자기권

한 밖의 일이라 했고,계엄사령 (이희성)은 자 권발동을 계발표했을 뿐이고,국방부장

(주 복)은 책회의에 사회를 했을 뿐이고,1군단장(황 시)은 작 명령서를 단지 달했을

뿐이고,특 사령 (정호용)은 보 품 지원과 작 상의 조언만 했을 뿐이고, 주 지의 지

휘 이었던 소 열과 박 병은 단지 명령 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이

하의 일선 장교와 사병들은 에서 시키는 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2006,169면.

154)집단 범죄인 국제범죄,특히 집단 폭력(mobviolence)이 련된 경우에 있어서 범죄에

가담한 자들 에서 구체 으로 가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짓을 하 는지 어떤 행 에 의

해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 계를 알기 어렵고 그것이 아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Prosecutorv.Tadi,(CaseNo.IT-94-1-A)AppealsChamberJudgement,15July1999,

para.205.

155)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주의와의 조화라는 에서 보면 지휘 책임을 부하의 범죄

에 한 참여나 가담으로 보는 책임형식설은 타당하지 않다.독립범죄설은 지휘 책임은 상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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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국내법(이것은 재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은

국가별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법은 국제범죄를 지른 자들에 한

철 한 처벌을 요구한다.그러나,공정한 재 을 보장하지 않은 재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며,인권의 보호와 발 에도 궁극 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형법의 가장 요한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알려 으로써 공정한 재 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따

라서,피고인이 어떤 재 소에서 재 을 받는지에 따라 지휘 책임의 성립요

건이 달라지고 그 결과 재 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지휘 책임은 명확한 것이 아니며,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취지를 반한 것이

다.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 을 보장하기 하여 지휘 책임의 내용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이 규명되어

야 한다.

5.소결 -지휘 책임의 법 성질 규명 필요

국제범죄를 지른 집단의 상 자나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벌

할 수 없다.개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제형법에서 집단처벌은 허용되지 않으

며,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다양한 유형을 가지

고 있는 지휘 책임의 포 성으로 인하여 그 법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

하면 그 성립요건에 불명확성이 수반되며,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입증책임

을 가하거나 그의 책임을 과하는 과 한 처벌이 이루질 수 있다.

지휘 책임의 법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채 범 하게 확산되면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인 상 자의 주 요건,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와

의 인과 계 여부 등에 하여 습국제법,ICC 로마규정,각국의 로마규정

이행입법이 각기 다른 내용을 갖게 되었다.지휘 책임이 각국의 죄형법정주

의를 만족시키면서도,책임주의와 조화되는 내용을 갖기 하여는 먼 그 법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은 지휘 책임에

의해 상 자를 처벌하는 지휘 책임의 근거·목 과 조화를 이루고,지휘 책

임의 성립요건과 법 효과를 모순 없이 일 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습국제법,ICC 로마규정,각국의 국제형법의 이행입법이 이러한 이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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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 하여 지휘 책임을 규정한다면 피고인이 어떤 법원에서 재 을 받아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재 이 보장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논하기 한 비작업으로 습국제

법과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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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습국제법의 지휘 책임

제1 지휘 책임의 성립 -야마시타 사건

연합국은 1942년에 국제연합 쟁 원회(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UNWCC)를 만들어 동맹국들(Axispowers)이 지른 잔혹행

의 조사에 착수하 다.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의

재 규범(NurembergCharter)을 포함하는 런던 정(LondonAgreement)이 체

결되었기 때문에 미군이 야마시타(山下奉文,TomoyukiYamashita) 장을 체

포했을 때 야마시타에 한 재 은 견되어 있었다.156)야마시타 사건에서는

부하들의 범죄에 직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지휘 야마시타가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가 쟁 이 되었다.이러한 논란이 결국 국제형법에 고유한

형사책임이라고 불리는 지휘 책임의 기원이 되었다.

야마시타는 1944년 10월 9일부터 1945년 9월 3일 항복할 때까지 필리핀 주

둔 일본군 총사령 겸 군정 총독이었다.157)미군이 필리핀 지역을 탈환하기

시작하고 략 요충지인 이테 섬에 상륙하자 야마시타는 1944년 12월 제

14방면군을 3개의 그룹으로 나 어 미군에 항하 다.루존(Luzon)섬의 북

부 산악지역을 담당하는 병력 15만의 쇼부 그룹(ShobuGroup)은 자신이 직

지휘하고,요코야마 장이 지휘하는 7만 병력의 심부 그룹(ShimbuGroup)은

루존 섬의 남부(마닐라 남동부의 산악 지 )를,츠카다 소장이 지휘하는 4만

병력의 부 그룹(KembuGroup)이 루존 섬의 서부와 바탄(Bataan)반도를

방어하도록 하 다.158)미군이 필리핀을 탈환하기 까지 끔직한 범죄들이 계

속되었다.심부 그룹은 미군이 도착하기 에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156)야마시타 재 은 1945년 9월 19일 시작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과 비슷한 무렵인 1945

년 9월 25일 시작되어 1946년 9월 30일과 10월 1일 결이 선고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보다 먼 인 1945년 12월 7일(일본의 진주만 공격 4주년)유죄 결이 선고되었다.야마시타

변호인들이 신청한 인신보호 장 등은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1946년 2월 4일 기각되었고,

같은 달 23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157)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2013,47면.

158)R.L.Lael,TheYamashitaPrecedent:WarCrimesand Command Responsibility,

ScholarlyResourcesInc,1982,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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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가스 지역에서 약 25,000명의 민간인 주민을 학살하 다.159)마닐라를 지

키던 2만명은 미군에 의해 포 되자 2주 동안 8천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

고,약 500명의 여성을 강간하 다.160)

I.미국 군사 원회

미국 군사 원회(UnitedStatesMilitaryCommissionintheAsia-Pacific)에

서 야마시타에 한 공소사실은 사령 야마시타가 1944년 10월 9일부터 1945

년 9월 2일까지 필리핀에서 그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이 연합국과 필리핀인에

하여 범죄들을 지르게 허용함(permitting)으로써 부하들의 작 을 통제하

는 지휘 의 의무를 불이행하 다는 쟁법 반(violationofthelaw ofwar)

이었고,36,500명 이상의 필리핀 민간인,미군 포로의 살해와 비인간 우,

수백명의 강간,재산 괴를 포함하는 123개의 의가 제시되었다.161)

공소사실 자체에도 야마시타가 범죄를 명령하 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없었다.야마시타는 123개 의의 잔혹행 가 발생한 사실에 하여

다투지 않고,자신이 그러한 명령을 한 이 없으며,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 다고 주장하 다.그런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이를 방

159)필리핀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항했으며 특히 게릴라 활

동과 언론을 통한 항 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권오신,태평양 쟁기 일본의 필리핀 령

과 지배:“ 동아공 권”의 그림자,아시아연구 제9권 제2호,2006,92면.

160)B.D.Landrum,“TheYamashitaWarCrimesTrial:CommandResponsibilityThenand

Now”,MilitaryLawReviewVol149,Summer,1995,pp.294-295.

161)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구체 공소사실(Billsofparticular)은 3가지 범주의 범죄에 하여

모두 123개의 의를 담고 있었다.3가지 범주의 범죄는 (1)민간인 수용자와 쟁포로의 기

아,재 없는 처형이나 학살,부당한 우,(2)고문,강간,그리고 기아,참수,총검으로 르

기,곤 으로 때리기,교수,산채로 화형,폭발물에 의한 폭 에 의한 여자,어린이,종교인을

포함하는 많은 필리핀 주민들의 살인과 학살,(3)많은 수의 주택, 업장소, 배장소,병원,

공공 건물,교육 시설을 정당한 군사 필요없이 소훼하고 괴.시간 으로 범죄는 피고인

이 필리핀의 일본군을 지휘하던 시기에 걸쳐있고 장소 으로는 범죄는 필리핀 도서에 걸쳐

있었다. 를 들어 첫 번째 의는 “1944년 10월 9일부터 1945년 5월 1일까지 사이에 바탕

가스 주의 민간인(thecivilianpopulationofBatangasProvince)의 다수를 학살,제거하고

그곳에 있는 공 ,사 ,종교 재산을 괴하고 황폐화하려는 목 과 치 한 계획의 실행

과 그 결과로 정당한 이유나 재 없이 비무장,비 투원인 민간인 25,000명의 남녀,어린이

가 잔인하게 학 받고 사망하도록 하 으며 체 거주지가 군사 필요 없이 무분별하게

괴되고 황폐화되었다.”,다섯 번째 의는 “1944년 11월 세부 주의 북부에서 비무장의 비

투원인 민간인 1천 이상이 정당한 이유나 재 없이 학살되었다.”등이다.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20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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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162)증인 Narciso

Lapus과 JoaquinGalang는 야마시타가 마닐라를 괴하고 필리핀 사람을 학

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으나,이들의 증언은 문증거에 불과하

다.163)야마시타의 변호인은 일본군의 범죄는 야마시타가 공표했었던 명령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으며,미군의 우세한 공격에 의한 일본군 병력간의 통신

두 ,일본군 명령 체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야마시타는 부하들의 범행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 다.164)

야마시타의 유죄에 한 결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군사 원회는 야마시

타의 변명에 하여 직 인 답을 하지 않았다.군사 원회는 야마시타가

오랜 경험을 가진 장교라는 과 규모의 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

다는 을 지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1)피고인의 지휘 하에 있

는 일본군은 잔혹행 와 범죄들을 질 다.이 행 들은 그 성질상 우발 인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 과 부사 에 의하여 감독되었다.(2)피

고인은 문제된 기간동안 상황에 의하여 요구되는 부 에 한 실효 통제

(effectivecontrol)를 하지 않았다.165)군사 원회는 야마시타 피고인의 범죄

162)W.H.Parks,“CommandResponsibilityforwarcrimes”,MilitaryLawReviewVol62,

1973,p.24.

163)R.L.Lael,TheYamashitaPrecedent:WarCrimesand Command Responsibility,

ScholarlyResourcesInc,1982,pp.84-86;RichardL.Lael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분석하

여 야마시타가 직 지휘하는 지역에서는 135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 고,요코야마

장이 지휘하는 장소에서 35,000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 쟁범죄가 집 으로 발생한 2월

에 야마시타가 100마일 이상 떨어진 북쪽에 있었다는 을 근거로 야마시타가 부하들의 범

죄를 알지 못하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Ibid.,p.139-140;한편,William H.Parks은 미국

군사 원회의 재 기록을 면 히 검토한 결과 야마시타가 포로 2,000명의 처형을 직 명령

하 다는 증언을 발견하 다.그는 학살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통신이 가능했고,학살이 장

교들에 의해서 감독되었으며 탄약을 아끼는 소 경제 방법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정 기간

동안 집 으로 발생한 ,야마시타의 작 본부에서 몇백 야드(yard) 에서 포로들이 학

를 받고 있었던 등을 근거로 야마시타의 유죄를 확신하 다.W.H.Parks,“Command

Responsibilityforwarcrimes”,MilitaryLawReviewVol62,1973,pp.25-28.

164)多谷千香子(이민효/김유성 역), 쟁범죄와 법,연경문화사,2010,154면.

165)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2013,49-50면;TheCommissionconcludes:(1)Thataseriesofatrocitiesandotherhigh

crimeshavebeen committedby membersoftheJapanesearmed forcesunderyour

command agains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their allies and dependencies

throughoutthePhilippineIslands;thattheywerenotsporadicinnaturebutinmany

casesweremethodicallysupervisedbyJapaneseofficersandnon-commissionedofficers;

(2)Thatduringtheperiodinquestionyoufailedtoprovideeffectivecontrolof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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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하여 유죄라고 평결하고 교수형을 선고하 다.피고인측은 바로 인신

보호 장과 결집행정지 장을 미국 연방 법원에 제출하 다.166)

II.미국 연방 법원 – 죄형법정주의 논쟁

1946년 2월 4일 선고된 미국 연방 법원의 결은 다수의견과 반 의견이

립하 다.핵심쟁 은 지휘 책임이 새로운 책임의 창설이냐 아니면 기존의

쟁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책임이냐는 이었다.

1.다수의견

군사 원회의 결을 지지한 다수의견( 법원장 Stone집필)의 논증은 지휘

의 작 의무의 정책 근거의 제시,지휘 의 작 의무를 보여주는 규범의

존재,지휘 의 작 의무 반에 한 형사처벌 사례라는 3단계 구조로 구성되

었다.연방 법원의 다수의견은 먼 공소사실의 핵심은 야마시타가 군 지휘

으로서 그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이 특정된 잔혹행 를 규모로 범 하게

' 지르도록 허용함으로써(permittingthem tocommit)'그들의 작 을 통제

할 의무를 반한 부작 의 불법이며,야마시타가 그러한 행 들을 직 실행

하지 않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 다.167)

troops as was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The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Law ReportsofTrialsofWarCriminals,VolumeIV,1948,p.35.

166)연방 법원은 1946년 2월 4일 군사 원회의 결에 한 인시보호 장과 결집행정지

장을 기각하 다.맥아더가 사면을 거부함에 따라 1946년 2월 23일 야마시타에 한 교수형

이 집행되었다.R.L.Lael,The Yamashita Precedent:War Crimes and Command

Responsibility,ScholarlyResourcesInc,1982,pp.97,118-119.

167)공소사실은 신청인이 그러한 행 들을 실행하거나 지시하 다고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결과 신청인에 하여 어떠한 반 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신청인에 의하여)주장되

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공소사실의 요지가 신청인이 군 지휘 으로서 그의 지휘를 받는 군

인들이 특정된 잔혹행 를 규모로 범 하게 ' 지르도록 함으로써(permittingthem to

commit)'그들의 작 을 통제할 의무를 반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문제는

통제되지 않은 군인들에 의한 국의 토의 령이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쟁법 반이 되

는 특정한 행 들의 방지를 하여 군의 지휘 이 그의 지휘에 있는 부 를 통제하기 해

그의 권한 내에 있는 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의무가 그 지휘 에게 부과되는가,그리고

그러한 반의 결과가 발생하 을 때 지휘 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한 개인

책임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이다.신청인이 재 을 받은 공소사실이 그가 그의 지휘를 받

는 병력이 특정된 잔혹행 들을 지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할 의무를 반하 다는

의라는 것은 명백하다(abreachofhisdutytocontroltheoperationsofthemembersof

hiscommand,bypermittingthem tocommitthespecificatrocities).공소사실은 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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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책임의 정책 근거는 지휘 이 부하들을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민간

인과 쟁포로들에 한 범죄의 억제를 해 필요하다는 일반 방사상을 제시

하 다.군지휘 이 부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간인과 쟁포로들을

보호하는 쟁법의 목 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68)

문제는 이러한 책임이 기존의 쟁법상 인정되는 형사책임으로 죄형법정주

의를 만족시키는가이다.다수의견은 “우리는 쟁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쟁법이 의회의 결정 는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존 하려는 것

이다.”169)라고 함으로써 야마시타의 형사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취하 다.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하여는 지휘 에게 작 의

무가 있다는 과 그러한 의무의 반이 범죄로서 처벌받는다는 규범이 존재

하여야 한다.170)

다수의견은 지휘 이 부하를 통제하여야 할 작 의무의 근거로 1907년 제4

헤이그 약 부속서 제1조의 무장 병력이 ‘그의 부하들에 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의하여 지휘’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1907년 제10헤이그 약 제19조,

1929년 제네바 십자 약 제26조 등을 근거로 하 다.171)다수의견은 이러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신청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지 못하여(theculpablefailureof

petitionertoperform thedutyimposedonhim bythelaw ofwar)유죄를 선고하기에 충

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군사 원회가 심리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하다.InreYamashita,

327U.S.1,at14-15,17(1945)

168)지휘 의 명령이나 노력에 의하여 억제되지 못한 부 의 난폭성(excesses)이 거의 부분

쟁법 반행 들로 귀결된다는 은 명백하다.침략군의 지휘 이 민간인 주민과 쟁포로

의 보호를 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민간인

주민과 쟁포로를 잔인한 행 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쟁법의 목 은 부분 좌 된다.

Ibid.,at15.

169)Ibid.,at16.

170)Ibid.,at14-15.

171)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2013,51면;이 조항들은 일본군 사령 이자 필리핀의 군정 총독인 신청인에 하여 쟁포

로와 민간인 주민을 보호하기 하여 상황에 하고 그의 권한 범 내에 있는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할 극 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InreYamashita,327U.S.

1,at15-16(1945);지휘 책임은 책임지휘의 원칙(principlesofresponsiblecommand)에서

기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이 원칙은 군 나 법한 교 집단은 그의 부하에

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해 지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따라서,이러한 지휘권을 가진

자는 그의 지휘에 있는 부 에 의한 법행 에 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C.Meloni,

Command 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2010,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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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이 일본군 사령 이자 필리핀의 군정 총독인 야마시타에게 쟁포로와

민간인 주민을 보호하기 하여 상황에 하고 그의 권한 범 내에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극 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시하 다.172) 

지휘 의 와 같은 의무 반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지에 하여 다수의견

은 이러한 의무는 “우리 자신의 군사 재 소(ourownmilitarytribunals)에서

인정되어 왔고 그 반은 형사처벌되어 왔다”고 시하면서 그 로 자기가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러진 피 령국 거주자의 살해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장교가 취하지 않은 사례를 들고 있다.173)

2.반 의견

반 의견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조약과 례들이 지휘 의 부하들에 한 범

죄 방의무의 존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그 반이 반드시 형사책임을 수반한다는 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반박하 다.1907년 10월 14일 제4헤이그 약 부속서 제1조의 소 “책임

있는 지휘 ”(responsiblecommander)의 의미는 무장 병력이 그의 부하들에

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된다면 민병 와 자원병 조직에 쟁의

법,권리,의무가 용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그의 부하에 하여 책

임을 진다는 문언은 그 책임을 구에 하여 진다는 것인지,그것이 개인의

형사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174)1907년 제10헤이그

약 제19조나 1929년 제네바 십자 약 제26조는 야마시타 사건처럼 아주 어

려운 투 상황에 있는 지휘 의 부 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 한 다수의견이 제시한 사례는 지휘 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병력으로

하여 잔혹행 나 쟁범죄를 지르도록 명령한 경우라서 야마시타 사건과

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하 다.175)

172)InreYamashita,327U.S.1,at16(1945).

173)Ibid.

174)Ibid.,at36,Murphey 사의 반 의견;[1907년 헤이그 육 법규]부속규칙 제1조는 조문

의 내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군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단체에 한 규정에 지나

지 않는다.지휘 책임과 약간 련 있는 것은 군 와 동일시되는 단체에 하여 ‘부하에

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해 지휘될 것’을 들고 있다는 인데,지휘계통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부하의 법행 에 상 이 지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多谷

千香子(이민효/김유성 역), 쟁범죄와 법,연경문화사,2010,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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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분석과 비

1.상 자의 지

상 자의 지 는 부하들에 한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실효 통제는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처벌할 수 있는 실질 인 능력을 말한

다.야마시타가 당시 그의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가 문제되었다.반 의견은 야마시타의 부 가 패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

문에 야마시타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지휘 에게 부

하들의 쟁범죄에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 다.176)야마시타의 처벌

을 반 한 Murphy 사는 승 국이 패 국 지휘 의 의무를 자의 으로 창

조한 뒤 그러한 의무 반을 이유로 마음먹은 로 처벌할 수 있는 험성을

지 하 다.177)다수의견은 군사 원회의 결을 승인함으로써 야마시타가 부

하들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 으로 인정하 으나 이에 한

명시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75)InreYamashita,327U.S.1,at37-39(1946)Murphey 사의 반 의견.

176)야마시타는 우월 인 공격력에 의해 항시 이고 멸 인 공격을 받고 있던 군 의 지도

자 다.Ibid.,at37,Murphey 사의 반 의견.

177)Murphy 사의 반 의견은 사실은 지휘 책임을 포함하는 국제형법의 인류에 한 요

한 공헌을 견하는 것이기도 하 다.즉,그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야마시타 재 과

같은]그러한 차는 우리의 통이나 인류 공동의 이상을 발 시키기 해 우리가 하여 온

커다란 희생에 어울리지 않는다.당장은 기분이 좋을 것이다.그러나,나 에 차분하게 생각

하면 오늘 받아들여진 차의 제한없고 험한 연루를 깨닫게 될 것이다.하사 부터 장군

까지(from sergeanttogeneral),군의 지휘 의 직에 있는 구도 이러한 연루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실로 미래의 미국의 통령이나 그의 참모장들,군사 고문들의 운명은 이 결

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Ibid.,at28,Murphey 사의 반 의견;미국은 1968년 베트남의

MyLai마을의 민간인을 학살과 련하여 26명이 기소되었는데 장에서 학살을 직 명령

한 Calley 에 하여만 유죄 결을 하 다.그 상 자인 Medina 는 상 자에게 실

제로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하 자의 범죄행 에 하여 책임을 진다(JuryInstruction)는

원칙에 따라 무죄 결을 받는다.결국 미국은 야마시타 사건에 한 미국 연방 법원의

결에서 Murphy 법 이 염려한 것과는 달리 군에게 용한 상 자책임을 미국인들에게

는 용하지 않았다.그러나 이후 1977년 제1추가의정서,ICTY의 지휘 책임의 발 은 미국

이 자국민이 련된 사건에서 지휘 책임을 계속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 같지

는 않다.실제로 이라크 쟁,아부그 이 (AbuGhraib)감옥, 타나모베이 수용소에서의

국제범죄에 하여 미국 통령과 고 직 정치,군 지도자들에 한 지휘 책임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조상제/천진호/류 철/이진국,국제형법, 커뮤니 이션즈,2011,116-136면

참조).Murphy 사의 불길한 언(?) 로 지휘 책임은 미국의 통령이나 군지휘 들에게

도 용될 수도 있는 책임형식으로 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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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원회는 야마시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을 인정하 지만,

부하들의 임무 수행에 하여 어떠한 검이나 조사도 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

군 지휘 들의 증언을 근거로 야마시타에 하여 유죄를 선고하 다.178)부하

가 범죄를 지를 당시에 지휘 이 그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그 지휘 의 선행하는 부작 에 의해서 래된 것이라면 이러

한 변명을 받아 수 없다는 단을 한 것이며,이것이 지휘 책임에서 국제

범죄에 한 처벌의무 반이 강조되는 이유이다.179)

2.지휘 책임의 주 요건

미법의 유책성의 원칙은 범죄에 하여 피고인이 고의 는 과실과 같은

주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180)연방 법원의 다수의견은 고의나

과실에 하여 명확한 언 을 있지 않았지만,유책한 부작 (theculpable

failureofpetitionertoperform thedutyimposedonhim bythelaw of

war)라는 표 을 통하여 고의나 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하

다.181)연방 법원의 반 의견은 공소사실이 부하의 범죄에 한 야마시타

의 고의,과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이

없는 지휘 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 하 다.182)183)

178)The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Law Reports ofTrials ofWar

Criminals,VolumeIV,1948,pp.34-35.

179)이러한 상황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 라고도 한다.Weigend,in:MüKo-StGB,

2013,§4VStGBRn.51; 지연,원인에서 자유로운 행 ,한림법학 Forum 제3권,한림

학교 법학연구소,1993,111면 참조.

180)J.Hall,GeneralPrinciplesofCriminalLaw 2nded.,LawbookExchange,LTD.,1960,

pp.93-104;A.Ashworth/J.Horder,PriniciplesofCriminalLaw11thed.,2013,p.155이

하.

181)InreYamashita,327U.S.1,at17(1945).

182)InreYamashita,327U.S.1,at27-28(1946) Murphey 사의 반 의견;특히 야마시타

에 한 군사 원회에서의 공소사실의 주 요건에 한 분석은 at50-53Rutledge 사

의 반 의견 참조.

183)연방 법원 반 의견을 지지하면서 야마시타에 한 유죄 결은 야마시타가 아무런 잘못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범행에 하여 지휘 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

도 있다.이 견해에 따르면 야마시타의 형사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책임이 용된 것이

라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잔학행 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의 제로서의 과연 잔학행

가 행해지고 있다는 정보의 수집이 가능했는지 의심스럽고,설령 정보의 수집이 가능했다

고 하더라도 군의 조직 그 자체가 붕괴하는 가운데 유효한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 의심

스럽다.···미국 군사 원회는 당시의 구체 상황을 무시하고 약 3개월의 속결 재 으로

교수형 결을 내리고,야마시타 장에게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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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원회의 결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

고 한다.(1)야마시타가 범죄의 실행을 명령하 다.(2)야마시타가 범죄가 발

생한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 다.(3)야마시타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았을 때,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4)범죄가 범 하게 발생한 에 비추어 야마시타는 범죄의 묵인에 가

까울 정도로 그의 지휘 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 다.184)(1)의 경우처

럼 지휘 이 명령을 한 경우는 지휘 책임과 별도로 국제형법에서 명령

(order)이라는 독립된 책임형식으로 악되고 있다.(2)와 (3)은 실질 으로 같

은 내용에 불과하다. 재 국제형법에서는 지휘 이 부하들의 범행을 알고 있

으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된다는 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 상론하지 않는다.

(4)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야마시타가 부하들의 범

행에 한 보고가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의 인식을 의식 으로 거

부한 경우,부하들의 범행에 한 직 인 보고는 아니지만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내용을 악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부하들의 범행을 알 수 있는 정보 자체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부하들의 범행을 알 수 있는 련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었다.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묻는 엄격한 것이었다.”多谷千香子(이민효/김유

성 역), 쟁범죄와 법,연경문화사,2010,154-155면;이 주장은 사실 계에 한 단이기

때문에 이 에서 상론하지 않는다.다만,도쿄 국제군사재 은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국에서의 쟁의 시작부터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고문,

살인,강간,그리고 다른 가장 비인간 이고 야만 인 성격의 잔인한 행 들을 자유롭게

질 다.이 재 소는 범 하게 진행되고 있던 쟁의 모든 지역에서 질러진 잔혹행 들

에 한 증언을 구술 는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몇 달에 걸쳐 들었다.모든 지역에서 이것

들은 공통된 패턴(socommonapattern)을 따르고 있었고 결국 단 하나의 결론만이 가능하

다.-일본 정부 는 그 구성원인 개인 는 무장병력의 지휘 들이 이 잔혹행 들을 비

리에 명령을 하 거나 고의 으로 허용한 것이다.” The Tokyo Judgment,

APA-UniversityPressAmsterdam Bv,1977,p.385;1944년 10월에 필리핀 총사령 야마

시타의 참모장이 되어 1945년 항복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 던 무토는 이 기간 동안 일본

군은 민간인, 쟁포로,민간인수용자를 굶기고,고문하고,학살하 다.무토는 이러한 사실

들을 몰랐다고 주장하 으나 도쿄재 의 다수의견은 그의 변명에 하여 일고의 고려

도 하지 않고 일축하 다.Ibid.,p.455.

184)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2013,55면;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TrialChamberJudgement,

16November1998,par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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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부하들의 범행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의 수집

을 게을리 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연방 법원이 다수의견이

지휘 책임의 주 요건에 하여 유책한 부작 (culpablefailure)라고만 하

고 그 구체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지휘 책임의 주 성립요건으로

인식 외에 무모함(reckless)이나 형사 과실(criminalnegligence)이 포함되는

지가 나 에 논의되게 된다.185)

3.부작 범과 공범론

야마시타 재 에서 군사 원회와 연방 법원 다수의견은 야마시타에 하여

군 라는 조직의 지휘 이 자신의 부하들을 통제할 의무를 배한 경우에 그

부하들이 지른 쟁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 다. 쟁범죄의 실행

에 직 참여한 것이 밝 지지 않았고 범죄의 실행자들과의 범죄 의사의 공유

나 연락 유무에 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야마시타는 지휘 으로서

의 지 ·역할과 그의 통제의무의 불이행에 근거하여 처벌되었다.야마시타

결은 부하들이 지른 쟁범죄를 제로,야마시타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

지 않은 부작 에 을 두고 있다.여기서 야마시타의 의무 반과 부하들의

범죄 어떤 쪽에 더 을 두었는지 명확하지 않다.연방 법원의 죄형법정

주의 반 논쟁은 부작 범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작 의무를 심으로 하 다

는 에서 야마시타 결은 부작 범에 근거하 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야

마시타의 의무 반(부작 )과 부하들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가 논의되지 않

았다는 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하들의 범죄에 하여 상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공동정

범,교사나 방조와 같은 공범론이 문제되었을 것이다.그러나 군사 원회나 연

방 법원은 야마시타의 부작 가 정범이나 공범의 어디에 속하는지,아니면

독립된 범죄인지 여부에 한 논의는 없었다.야마시타의 책임을 부하의 범죄

에 한 참여나 가담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엄격하지 않

은 미법에서 지휘 책임을 정범으로 볼지,공범으로 볼지는 큰 문제가 되지

185)군사 원회는 피고인의 지휘 하에 있는 일본군의 잔혹행 와 범죄들이 그 성질상 우발

인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본군 사 과 부사 에 의하여 감독되었다고 시한

에 비추어 야마시타가 부하의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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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이다.186)

제2 지휘 책임의 개 – 도쿄 재 187)

I.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

1946년 9월 30일,10월 1일 양일에 걸쳐 선고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에

서 부작 에 근거하는 상 자책임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분의 피고인

들이 극 으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 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양의 문

서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188)일본은 패 을 상하자 쟁과 련하여 범

186)미국 모델형법 (ModelPenalCode,MPC)section2.06(1)는 피고인은 그 범죄가 자신의

행 에 의해서 범해지거나 는 그가 법 으로 책임을 지는 자의 행 에 의하여 범죄가 범

해지는 경우에 그 범죄에 하여 유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자신의 행 에 의하

든,(피고인이 방조범인 경우처럼)자신이 법 책임을 지는 타인(정범)에 의하여 범죄가 발

생하든 피고인이 범죄에 하여 유죄의 책임을 지는 에서는 차이가 없다.이것은 결국 범

죄성립 단계에서는 공범과 정범의 구별이 없다는 취지이다.이로 인하여 미국의 모델 형법

은 이론 으로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있지만(doctrinaldifferentiation),책임의 귀속에

있어서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differentiationintheattributionofresponsibility)이 없다고

말해진다.W.R.LaFave,CriminalLaw 5th ed.,ThomsonReuters,2010,p.708;R.G.

Singer/J.Q.LaFond,CriminalLaw 4thed.,WoltersKluwer,2007,p.374;M.Jackson,

Complicity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5,pp.22-23;공범의 책임에

한 커먼로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이러한 혼란은 최근에는 국제형법에 이되고 있다.M.

D.Dubber/T.Hörnle,CriminalLaw:A ComparativeApproach,OxfordUniversityPress,

2014,p.305.

187)TheInternationalMilitaryTribunalFortheFarEast(IMTFE)는 극동 국제군사재 소라

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부합하겠지만,많은 경우에 극동이라는 용어 신에 동경 는 도

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극동이 유럽인의 인 에 비추어 굳이 극동이라는 말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한편,지명은 그 지역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기

서는 도쿄 국제군사재 (소) 는 도쿄 재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도쿄재 은 그 사건 자

체가 가지는 역사 비 에도 불구하고 제 로 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도쿄재 에

한 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에 비하면 매우 소수이다.도쿄재 의 경우 그 여자들조

차 회고록이나 경험담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이것은 당시 수석검사 던 미국

의 Keenan의 무례하고 모욕 인 언동의 향이라고도 한다.박원순,아직도 심 은 끝나지

않았다.한겨 신문사,1996,205-206면;T.P.Maga,JudgmentatTokyo,UniversityPress

ofKentucky,2001,p.ix.

188)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p.50-51;나치도 패 직 몇 달 동안 범죄의 증거를 괴하 다고 한다.H.

Arendt,EichmanninJerusalem:A ReportontheBanalityofEvil,PenguinClassics,

2006,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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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54

피고인들은 다양한 일본 지역의 지휘 들, 쟁성(Warministry)과 지역 캠 의

담당자들,노동 (labourunit)의 담당자들이 무장병력, 쟁포로,기소를 하는 국

가들의 민간인 수용자들에 하여 쟁의 법과 습을 빈번히 그리고 습 으

로 반하도록 명령,허가, 는 허용을 하도록 공모하고,일본 정부가 쟁의 법

과 습의 수를 확보하고 그 반을 방하는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공모하 다.

죄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들을 량으로 괴하 다.189)따라서 지휘 책

임은 도쿄 국제군사재 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의 직 책임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한 보충 책임으로 문제되었다.

II.도쿄재 190)

도쿄재 에서는 일왕이 기소되지 않은 채 28명의 피고인들이 평화에 반하는

죄, 쟁범죄,인도에 반하는 죄로 기소되었다.피고인들은 도조 히데키 등

직 수상 4명과 직 외상 3명을 포함하는 9명의 민간인과 19명의 직업군인이

었다.191)검사의 공소장은 28명의 피고인들에 하여 55개의 공소사실에 의해

1928년 1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의 범죄 의를 제기하 다.검사의 공

소사실 54와 55는 오카와,시라토리를 제외한 피고인들 원에 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 의를 제기하 다.192)

189)C.M.Chinkin,“Women'sInternationalTribunalonJapaneseMilitarySexualSlavery”,

The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Vol.95No.2,2001,pp.337;여성부,2000년

일본군성노 범여성국제법정 자료집,2004,322면 참조.

190)도쿄재 은 1946년 4월 29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열렸는데 1948년 11월 4일 선고공

이 열린 후 1주일간에 걸쳐 결문이 낭독되고 같은 달 12일에 형이 선고되었다.이장희,

도쿄국제군사재 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에 한 국제법 비교 연구,동북아시아역사

논총 제25호,동북아역사재단,2009,209,218면;야마시타 결은 이미 1945년 9월에 시작되

어 그 해 12월 7일 지휘 책임에 의거하여 유죄 결이 선고되었고 미국 연방 법원도 1946

년 2월 4일 야마시타에 한 인신보호 장을 기각하여 같은 달 23일 사형이 집행된 상태

다.

191)28명의 면면과 약력은 박원순,아직도 심 은 끝나지 않았다.한겨 신문사,1996,40면 참

조;한편 피고인들의 신분에 하여 학자마다 평가가 약간씩 다른데 이는 공소사실이 피고

인들의 범행에 하여 1928년부터 1945년까지에 걸쳐 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들의 신분이 계속 변동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장희,도쿄국제군사재 과 뉘른베르

크 국제군사재 에 한 국제법 비교 연구,동북아시아역사논총 제25호,동북아역사재단,

2009,209-210면 참조.

192)TheTokyoJudgment,APA-UniversityPressAmsterdam Bv,1977,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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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55

피고인들은 그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쟁의 법과 습의 수를 확보하고 그

반을 방하는 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 의무를 무모하게 무시하 다

(recklesslydisregarded).

공소사실 54는 부하들에게 쟁범죄를 명령하고 부하들의 쟁범죄를 극

으로 조장한 의이며,공소사실 55는 부하들의 쟁범죄를 묵인,방치한 부

작 에 한 의이다.

III.도쿄재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쟁포로(prisonersofwar)와 민간인 수용자(civilianinternees)

에 한 쟁범죄와 련된 피고인들의 지휘 책임을 정부의 작 의무,작

의무의 귀속주체,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나 어서 분석하 다.

1.정부의 작 의무와 작 의무의 주체

쟁에서 붙잡힌 쟁포로들과 민간인 수용자들(이하 “포로”)은 그들을 구

한 정부의 권력 하에 놓여 있으므로 그러한 정부는 이들에 하여 보호책임을

진다.이러한 견해는 지난 2세기 동안 습법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1907

년의 제4헤이그 약에서 수용되고,1929년의 제네바 쟁포로 약에서 확인

되었다.포로에 한 정부의 보호책임은 단순한 리(maintenance)의무에 제

한되지 않고 습법과 조약에 의해 지되는 부당한 우(mistreatment)의 방

지를 포함한다.193)

다수의견은 여기서 책임이 있는 정부(theGovernmentsresponsible)는 그

정부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한다.따라서 포로들에 한 의

무는 정부를 구성하는 자들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특정한 의무가 된다.근

정부는 많은 의무와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의무의 분할과 임에 의한

정교한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들은 정부의 련자들

193)Ibid.,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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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다수의견은 정부를 구성하는 자들은 쟁 에 정

부가 신병을 리하고 있는 포로들에 한 리와 보호 의무를 다른 자들에게

임하는 경우에도 그 포로들에 하여 계속하여 주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

다.194)결국 다수의견에 의하면 정부를 구성하는 자들(이들은 정부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고 직의 자들일 것이다)과 이들에 의해서 포로의 리와 보호의 의

무를 임받은 자들(이들은 군의 지휘 이나 정부의 료들이 될 것이다)이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 으로 일본이 구 하고 있는 포로들에 한 책임은 다음

과 같은 자들에게 있다.

(1)정부의 구성원

(2)그들의 수 에 포로들을 가지고 있는 부 의 지휘를 맡고 있는 육군과

해군 장교

(3)포로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료

(4)포로들에 하여 직 이고 직근의 통제를 가지고 있는 육군,해군,

료,민간인195)

도쿄재 의 다수의견은 포로에 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지휘 이나 상

자로 부르지는 않았다.그러나,이들은 포로들에 한 부당한 우를 방지하는

데 합한 시스템(system)을 확립,유지하고,자신의 권한에 의해 포로들에

한 부당한 방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지휘 는 상 자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을 “상 자”로 칭한다.

2.지휘 책임의 성립요건

다수의견은 와 같은 지휘 책임의 주체들이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2

단계의 구조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194)Ibid.,pp.29-30.

195)Ibid.,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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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포로들에 한 정당한 우를 확보하고 부당한 우를 방지하는 목

에 합한 시스템(system)을 계속 ,효율 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책임이다.이러한 의무는 에서 열거한 모든 상 자들에게 부과된

다.상 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포로들에 한 부당한 우에

하여 책임을 진다:

(1)상 자들이 합한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 다.

(2)상 자들이 합한 시스템을 확립하 으나 그 시스템이 계속 이고 효

율 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지 못했다.196)

둘째는 와 같은 합한 시스템과 그것의 계속 이고 효율 인 기능이 제

공되었지만 쟁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상 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책임

을 진다.

(1)상 자가 범죄행 가 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장래에 방

지하기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는

(2)상 자가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fault)가 있는 경

우197)

만약 상 자가 과실(negligence)이나 태만(supineness)이 없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었어야 했던 경우에,그의 직 가 그로 하여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는 그 자

에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었다면,그는 자신의 부작

(inaction)에 하여 면책되지 않는다.198)

196) 책임을 진 자들은 각자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그

가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는 책임을 진다.그가 단지 합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에 그치고 그 시스템이 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 다면 그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Ibid.

197)Ibid.;“(1)지휘 이 이러한 범죄행 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권한으로 향후 동 범죄를 방

지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 음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는 (2)지휘 이 이러한 것을 알려고

하지 못한 데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번역한 경우도 있다.Y.

Dinstein(김 수 역),무력분쟁법상의 행 ,연경문화사,2011,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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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문의 구조에 따르면 첫 번째의 시스템을 하게 유지할 의

무를 반한 자들은 두번째 기 에 의한 단에 나갈 필요없이 책임을 진다.

상 자가 시스템 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하

고,부하의 범죄에 하여 귀책사유(fault)가 있으면 지휘 책임이 성립한

다.199)따라서 1단계와 2단계는 상 자에게 순차 ,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집단범죄의 특성

도쿄재 다수의견은 지휘 책임의 근거로서 국제범죄의 집단성에 주목하고

있다.200) 다수의견의 국제범죄의 집단성은 내각의 집단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으로 발 한다.포로들의 보호에 하여 집단 으로 책임을 지

는 정부의 내각 구성원은 이미 범죄가 질러졌다는 것이 논의가 되어 그것을

알고 있고,장래에 그러한 범죄가 질러지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못

하면서 내각의 구성원으로 계속 있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지 못한

다.이것은 내각의 구성원이 포로들의 보호를 직 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내각의 구성원은 사직할 수 있다.그가 포로

198)TheTokyoJudgment,APA-UniversityPressAmsterdam Bv,1977,p.30.

199)도쿄재 이 제시하고 있는 지휘 책임 성립의 2단계 구조는 로마규정이 상 자에 하여

2단계의 의무를 설정하고 있으며,이 두 가지 의무의 각각과 부하들의 범죄발생 사이에 인

과 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는 Triffterer의 해석(이분설)과 다르다[제4

장 제2 III.2.(1)참조];Triffterer의 이분설은 O.Triffterer,““CommandResponsibility”

- crimen suigeneris orparticipation as “otherwise provided” in Article 28 Rome

Statute?”,in Menshenregerichtes Strafrecht- Festschriftfür Albin Eser zum 70.

Geburtstag(EditedbyJ.Arnold),Beck,2005,pp.920-921과 M.L.Nybondas,Command

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 AsserPress,2010,pp.

173-176참조;로마규정에 한 Triffterer의 해석의 당부당은 나 에 살펴보겠지만,도쿄재

의 다수의견은 한 시스템 유지의무 반만으로 상 자의 지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도쿄재 의 다수의견은 한 시스템의 확립·유지의 실패와 련된 상 자의

주 요건에 하여 시하고 있지 않다. 결문의 문언에 비추어 시스템 자체를 확립하

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지휘 책임이 성립되고, 합한 시스템이 확립된 후에는 그러한

합한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200)포로들의 통제를 보다 직 으로 담당하는 자들로부터 정당한 처리를 확약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즉 다른 자들의 태도,그

러한 범죄의 보고, 는 기타 다른 정황으로 인하여 그들의 확약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한

추가 조사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고의의 인정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범죄

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리 알려져 있고,다수에 의해 범 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

고려될 것이다.TheTokyoJudgment,APA-UniversityPressAmsterdam Bv,1977,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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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한 부당한 우에 하여 알고 있고,장래의 부당한 우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선택함으로써

포로의 보호에 한 내각의 집단 책임(collectiveresponsibility)을 계속 보지

한다면 그는 포로들에 한 장래의 모든 부당한 우에 한 책임을 자발 으

로 인수한 것이다.201)

다수의견은 내각의 구성원이 아닌 자들에 하여는 사직의 의무까지 부담시

키지는 않고 있다.이들에 하여는 직 으로 포로에 한 우를 담당하는

자와 직 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그들이 포로에 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별하여 지휘 책임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즉,육군이나 해군의 지휘 은 명령에 의해 포로에

한 정당한 우를 확보할 수 있고 부당한 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의 통제하에 있는 포로들에 하여 그들이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범죄가 질러졌다면,그들은 그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 다.그러나,포로들에 한 부당한 우에 하여 알고 있는 부처의 료

들은 그들의 업무가 포로들의 보호 시스템의 집행을 포함하고,그들이 범죄에

하여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

는 범 에 있는 것으로 장래에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효율 이 될 수 있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장래의 그러한 범죄에 하

여 책임을 진다.202)

4.피고인들의 죄책

도쿄재 의 다수의견은 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25명에 한

공소사실 54,55에 하여 단을 하 다.203)아라키 사다오 등 14명은 공소사

실 54,55에 한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 다.

도조 히테키 등 5명은 공소사실 54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 공소사

201)Ibid.

202)Ibid.,pp.30-31.

203)28명의 피고인들 2명은 재 도 사망하 고,1명은 소송능력 결여로 인하여 공소기각

을 하 다.25명에 한 결 결과에 하여는 김성천, 범재 의 이념과 시사 -일본

범재 을 심으로-,비교형사법 연구 제16권 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4,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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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55에 하여는 단을 하지 않았다.204)이것은 도쿄재 의 다수의견이 공

소사실 55의 지휘 책임(부작 책임)을 공소사실 54에 한 보충 책임으로

본 것이다.205)

다수의견이 공소사실 54에 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기간 발생한 범

죄에 한 공소사실 55에 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기무라 헤이타로(버마

지역의 사령 ),하타 슌로쿠(1941년부터 1944년까지 국 원정 부 의 지휘

),히로타 코키(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난징참변 당시 외무성 장

),고이소 구니아키(1944년 6개월간 수상),시게미츠 마로루(1943년 4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외무성 장 )의 5명이다.206)

IV.도쿄재 반 의견

도쿄재 의 5인의 반 의견 의 하나인 네덜란드인 사 Röling은 부작

에 한 책임(responsibilityforomission)이라는 제목하에 다수의견의 범

한 지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시를 하 다.그는 지휘 책임이 부작

책임이라는 에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하 다.

Röling은 부작 에 한 책임은 국내법에 있어서 법 인 의무가 명확히 확

립된 특별한 경우에만 이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55과 련

하여 지휘 책임이 성립하기 하여 피고인에게 인식(knowledge),권한

(power),그리고 의무(duty)라는 세 개의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 다.여기서

의무는 알아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에서 세 가지의 요건은 서로 련되어

있고,따라서 Röling이 요구하는 인식은 과실을 포함하게 된다.책임자(the

personincharge)가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반면에 권한은 피고인의 법 의무와 련되어야 한다.207)이에 기하

여 Röling은 상 자가 ① 부하의 범죄행 를 알았거나 알았었어야 할 것

204)TheTokyoJudgment,APA-UniversityPressAmsterdam Bv,1977,pp.462-463.

205)기무라 헤이타로와 무토 아키라는 공소사실 54,55모두에 하여 유죄 결을 받았다.이

경우는 하나의 공소사실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소사실에 한 것이므로 지휘 책임의

보충 성격과는 무 하다.Ibid.,pp.451-455,465.

206)Ibid.,pp.452-458.

207)Ibid.,pp.106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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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haveknown),② 그러한 행 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③ 이러한 행 를 방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구체

요건을 제시하 다.208)

Röling은 다수의견이 범 한 지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 하 다.

즉,다수의견이 쟁포로와 민간인수용자에 한 잔혹행 나 쟁터에서 발생

한 잔혹행 들에 하여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 과하다고 보았다.그는 지휘 책임의 주체를 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게 확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209)다수의견은 역할분담의 원리에도 불

구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자들은 지휘 책임의 근거가 되는 포로에 한 리

와 보호의무를 계속진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210)Röling은 모든 정부에서 역

할분담의 원리는 확립되어 있다고 하면서 쟁 규칙의 반을 방지하지 않은

것에 한 책임은 련 국내법에 특정하여 지정되어 있는 리들에게 제한되

어야 한다고 한다.211)그의 주장에 의하면 외무성 장 이었던 히로타 코키,시

게미츠 마모루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 포로에 한 가혹행 에 련된 지

휘 책임을 지지 않는다.212)

V.분석과 비

도쿄 재 의 다수의견은 쟁포로와 민간인 수용자에 한 비인도 우를

알면서도 그 로 직 를 유지한 정부각료나 행정 료에게 부작 책임이 있다

고 함으로써 지휘 책임을 군지휘 은 물론 수상,외무성 장 과 같은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게 확장하 다.213)도쿄 재 은 나 에 ICTY,ICTR에서

208)인식뿐만 아니라 형사상 과실(criminalnegligence)에 기인한 인식의 부재도 처벌된다.그

의 업무와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아야 할 의무를 그 담당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

가 정상 인 주의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그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인식의 부재는 항변이

될 수 없다.Ibid.,p.1064.

209)헤이그 육 규칙이 쟁포로가 정부의 권력하에 놓여 있고(4조),그 정부는 쟁포로의

유지(maintenance)에 한 책임을 진다고(7조)규정하고 있지만,이것이 반드시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부당한 우(mistreatment)에 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bid.,p.1064.

210)Ibid.,pp.29-30.

211)정부 리나 군지휘 에게 부과된 특정된 의무(specificobligation)가 필요하다.이러한 특

정의 의무가 부작 에 하여 그들을 형사 으로 책임지게 만든다.Ibid.,p.1064.

212)Ibid.,pp.112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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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상 자(civilianauthorities)에 하여 지휘 책임을 용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214)도쿄재 에 하여 일본 정부 체가 쟁포로에 한 부당한

취 에 하여 집단책임을 지게 한 것이라고 비 하는 견해가 있으며,특히

외무성 장 에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군인들의 쟁범죄를 방지할 의무를 부

과하고 그 반에 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한 것에 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사 Röling과 취지를 같이 한다.215)그러나,이러한 비

에 하여는 내각의 구성원과 같은 고 직 정치인의 지휘 책임 성립요건을

일반 하 료나 일선의 지휘 과 같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재

비 할 수 있다.내각의 구성원과 같은 고 직 정치인과 하 지휘 의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동일하게 요구한다면 부분의 경우에 하 지휘 만 지

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216)

도쿄재 은 지휘 책임과 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었다.국제

군사재 소의 다수의견이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하여 성립한 지휘 책임을 받

아들임으로써 지휘 책임에 한 죄형법정주의 반 논란을 종식시켰다. 한

다수의견과 Röling의 논쟁을 통해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이 정교화되고 책

임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 하 으며,주 요건으로 형사상의 과실

213)김응학,국제형사법상 지휘 의 부작 로 인한 형사책임 – ICTY와 ICTR 례를 심으

로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06,33-37면;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

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2010,p.66.

214)민간인 상 자(civilauthorities)에서 민간인의 의미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지휘 이 아니라는 취지이다.국제인도법(internationalhumanitarianlaw)에

서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구별은 투원(combatants)과 비 투원

(non-combatants) 는 민간인(civilians)의 구별에 기 한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 50(1)가

민간인(acivilian)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and

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2010,p.69;민간인 상 자에

한 지휘 책임의 용에 하여 도쿄재 의 히로타 코키의 를 든 Musema사건.ICTR,

Prosecutorv.Musema(CaseNo.ICTR-96-13-A)TrialChamberJudgement,27January

2000,paras.132-134;도쿄재 의 히로타 코키와 시게미츠 마로루의 를 든 elebii사건.

Prosecutorv.Delalietal.,(Case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November

1998,paras.357-358.

215)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p.56-63;E.V.Sliedregt,TheCriminalresponsibilityofIndividualsforViolations

ofInternationalHumanitarianLaw,T.M.CAsserPress,2003,pp.128-130.

216)인도차이나,방 라데시아,동티모르 등에서의 량학살에 한 미국의 정치인 헨리 키신

(HenryAlfredKissinger)의 책임에 하여는 크리스토퍼 히친스(안철홍 역),키신 재 ,

아침이슬,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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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negligence)기 ,즉 “shouldhaveknown”기 이 제시되었다.

다수의견은 난징참사 당시 일본군의 범죄를 알고 있던 사령 마츠이 이와

네가 이를 단시키기 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마츠이

의 참모에 불과하 던 무토가 이를 단시키기 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무토에 하여 지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 다.이와

달리 다수의견이 무토가 필리핀에서 야마시타의 참모장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그가 정책에 향을 수 있는 치(apositiontoinfluencepolicy)에 있었기

때문에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시함으로써 지휘 이 부하에 하여 통제

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지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을 명

백히 하 다.217) 한 다수의견은 공소사실 54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

소사실 55에 하여 유죄 결을 함으로써 지휘 책임이 명령,허가,허용이라

는 직 책임에 한 보충 성격을 보여주었다.

제3 지휘 책임의 성문화 -1977년 제1추가의정서

I.지휘 책임의 성문화 과정

냉 의 시작으로 막 탄생한 국제형법은 휴지기에 들어갔으며,국가,정치,

군의 지도자들에 한 이 되는 지휘 책임도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1949년의 4개의 제네바 약은 지휘 책임을 포함하지 않았다.218)베트남 쟁

217)TheTokyoJudgment,APA-UniversityPressAmsterdam Bv,1977,p.455; elebii 1

심 재 부는 필자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동 재 부는 이러한 결론을 지휘 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지휘 의 지 의 핵심은 사실상의 통제권한의 존부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

기 하여 사용하 다.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TrialChamber

Judgement,16November1998,para.375;한편 ICTR의 Musema사건의 1심 재 부도 도

쿄재 의 무토에 한 결이 법 인 지휘 이 아니더라도 향력을 수 있는 권한이 있

으면 상 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상 자책임의 기 을 실효

통제의 존부를 기 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Prosecutorv.Musema,(Case

No.ICTR-96-13-A)TrialChamberJudgement,27January2000,paras.139-144.

218)무력충돌법 는 무력분쟁법(Law ofArmedConflicts)으로 불리는 쟁법은 크게 쟁의

개시에 한 법(jusadbellum)과 쟁 에 지켜야 할 법(jusinbello)로 구성된다.일반 으

로 쟁범죄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HumaniatarianLaw)의 심각한 반이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이때의 국제인도법은 국제 는 비국제 무력충돌시에 지겨야 할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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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55년 시작되어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1968년 3월 16일 베트남의 My

Lai(미 라이) 마을에서 미군의 Medina 가 지휘하는 Charlie

(company)가 수백명의 민간인을 학살하 다.219)미국 군사법원(CourtMartial)

에서 검사는 지휘 책임을 근거로 Medina 가 부하들의 살인죄에 하여

알고 있었거나 는 알았어야 했음에도 몰랐다고 주장하 다(known or

shouldhaveknownstandard). 사는 배심원들에 하여 Medina 가 부

하들의 범죄를 알았었다는 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

고(재 장 설명,JuryInstruction),배심원은 Medina 를 무죄로 평결하

다.220)

쟁법,무력충돌법을 국제인도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입장도 있다.국제인도법의 요한

法源으로는 1949년 체결된 제네바 약 4개와 이 제네바 약들을 보완하기 하여 1977년

체결된 2개의 추가 의정서가 있다.제1제네바 약은 “육 에 있어서의 군 의 부상자

병자의 상태 개선에 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약”,제2제네바 약은 “해상에 있어

서의 군 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약”,제3제네바 약은 “포로의 우에 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약”,제4제네바

약은 “ 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약”이다.1949년

체결된 4개의 제네바 약은 일반 으로 “1949년 제네바 제 약(諸協約)”으로 불린다.1949

년 제네바 제 약은 국제 무력충돌과 비국제 무력충돌에 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

었었으나 주된 내용은 국제 무력충돌에 한 것이었다.1949년 제네바 제 악에 하여

그 동안 발 된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반 하기 하여 1977년에 이를 보완하는 2개의 추가

의정서(AdditionalProtocol)가 체결되었다.제1추가의정서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약에 한 추가 국제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한 의정서”이다.제2추가의정서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약에 한 추가 비국제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한 의정서”이다.제1추가 의정서는 무력충돌이 국제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용되며,민족

해방투쟁을 국제 무력충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추가의정서는 무력충돌에 국제 성격

이 없는 경우에 용되며 1949년 제네바제 약의 공통 제3조를 보완한다;1949년 제네바 제

약은 당사국들이 군지휘 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극 인 작 의무들을 규정하 지만,

군지휘 들의 이러한 의무 반이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하여 침묵하고 있었

다.Y.Shany/K.R.Michaeli,“ThecaseagainstArielSharon:revisitingthedoctrineof

commandresponsibility”,New YorkUniversityJournalofInternationalLaw & Politics

Vol34No4,2002,pp.819-820;L.P.Rockwood,Walking Awayfrom Nuremberg,

UniversityofMassachusettsPress,2007,p.88;

219)당시 최소 347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당했으며 이 에는 여성,어린이,노인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S.Darcy,CollectiveResponsibilityand AccountabilityUnderInternational

Law,TransnationalPublishers,2007,p.326.

220)Medina 의 지휘를 받은 Calley (FirstLieutenantWilliam L.Calley)는 소

(platoon)를 지휘하여 직 학살 명령을 하 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하여 종신 구 형(life

imprisonment)를 선고받았으나 뒤에 사면을 받았다.L.P.Rockwood,WalkingAwayfrom

Nuremberg,UniversityofMassachusettsPress,2007,p.120-125;Medina (Captain

ErnestMedina)는 1970년 3월 재 이 시작되어 1971년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Calley

에 하여 1969년 9월에 재 이 시작되어 1971년 3월에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다.C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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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 부작

1.체약 당사국 충돌 당사국은 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1949년 제네바 약들 는 본 의정서의 한 반(grave

breaches)을 억제하고(repress),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1949년 제네바 약들 는 본 의정서의 모든 기타의 반을 억압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7년 성립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약에

한 추가 국제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한 의정서’(이하 “1977년 제1

추가의정서”)는 당시의 습국제법을 토 로 제86조(2)에서 지휘 책임을 처

음으로 성문화하 다.221)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국제 무력충돌에 용된

다는 에서 내 과 같은 비국제 무력충돌이나,무력충돌을 제로 하지 않

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에 하여 용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서 지휘 책임과 련된 조항은 제86조,제87조인데,

뒤에서 보듯이 두 조항의 계가 명확하지 않고,지휘 책임을 직 규정하고

있는 제86조(2)의 내용도 간략하여 해석상 많은 논란을 남기고 있다.222)

II.1977년 제1추가의정서

1.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지휘 책임 구조

에 한 형은 계속 감형되어 1974년 9월 석방되었다.MyLai학살 사건에 한 연 기

정리는 MyLai사건의 수석 검사 던 William G.Eckhardt 령(Colonel, 재 University

ofMissouri-KansasCity의 로스쿨 교수)의 MyLai군사재 홈페이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http://law2.umkc.edu/faculty/projects/ftrials/mylai/mylaichron.html2016.5.19.최종

속;My Lai군사재 에 한 비 견해는 M.Lippman,“WarCrimes:TheMyLai

MassacreandtheVietnam War“,SanDiegoSanDiegojusticejournalVol1,1993참조;

미국은 야마시타 사건에서 Murphy 법 이 염려한 것과는 달리 군에게 용한 상 자책

임을 미국인들에게는 용하지 않았다.1977년 제네바 약 제1추가의정서는 지휘 책임을

처음으로 성문화하 는데 이것은 MyLai사건의 향으로 보인다(私見).

221)Y.Shany/K.R.Michaeli,“ThecaseagainstArielSharon:revisitingthedoctrineof

commandresponsibility”,New YorkUniversityJournalofInternationalLaw & Politics

Vol34No4,2002,p.823.

222)B.V.Schaack/R.C.Slye,InternationalCriminalLaw anditsEnforcement3rded.,

FoundationPress,2015,p.782; elebii 수용소 사건의 항소심 재 부는 제87조는 지휘

과 상 자의 의무에 련하여 제86조 제2항을 해석해 주고 있지만,지휘 책임에 근거한 범

죄는 제86조 제2항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Prosecutorv.Delali etal.,(CaseNo.

IT-96-21)AppealsChamberJudgement,20February2001,para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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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23)

2.1949년 제네바 약들이나 본 의정서의 반이 부하에 의하여 질러졌다는

이유로 부하가 그러한 반을 지르고 있거나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는 당시 상황에서 그 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을 방(prevent)하거나 억제(repress)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의 상 자

들(hissuperiors)의 형사 는 징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87조 – 지휘 의 의무

1.체약 당사국 충돌 당사국은 군 지휘 들에게 그들의 지휘(command)하에

있는 군 구성원 그들의 통제(control)하에 있는 다른 자들의 1949년 제네

바 약들 본 의정서에 한 반을 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억압하

며 권한있는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체약 당사국 충돌 당사국은 반을 방하고 억제하기 하여 군지휘 의

책임 수 에 상응하게 군지휘 들이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 구성원들이

1949년 제네바 약들 본 의정서에 의한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도록 하게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체약 당사국 충돌 당사국은 자신의 부하 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자들이 1949년 제네바 약들 는 본 의정서의 반을 행하려 하거나 행하

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지휘 에게 1949년 제네바 약들 는 본 의정서의

그러한 반을 방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한 경우에는 그

러한 반을 한 자들에 하여 징계 는 형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23)제86조 제1항에서 repress는 gravebreach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고 suppress는 grave

breach이외의 breach를 억압하는 것을 말하는데,이것은 1949년 4개의 제네바 약의 용어

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

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EditedbyY.Sandoz/C.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

1987,p.1011;외교부는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87조에서는 prevent를 방이라고 번

역하고 ICC로마규정 제28조에서는 방지라고 번역하고 있다.방지는 미리 방하는 것과 어

떤 행동을 단시키거나 제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방도 반

드시 사 에 발생을 못하게 하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종국 인 완성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단이나 제지의 의미도 포함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제1추가의정서에서는 prevent를 방으로 번역하고 ICTY나 ICC로마규정에서

는 방지로 번역하지만,그 실질 인 의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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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1항은 부작 로부터 발생하는 1949년 제네바 약 4개 는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한 는 기타의 반들을 억제할 국가의 일반 인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작 의무 반을 억제하는 궁극 인 방법은 형사처

벌이나 징계가 될 수 있다.224)제86조 제1항의 의무의 내용은 범 하며,국

가의 무장병력뿐만 아니라 교 단체,민병 나 의용 에도 용된다.225)

제86조 제2항은 조약의 반이 부하에 의하여 질러졌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 자가 형사,징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상 자의 부작 에 하여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간 으로 규

정하고 있다.제86조 제2항에 의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1)

1949년 제네바 약 4개와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부하에 의하여 질러졌다.

(2)지휘 은 부하가 그러한 반을 지르고 있거나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는 당시 상황에서 그 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

지고 있었다.(3)상 자(Superior)가 그러한 반을 방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다.여기서

상 자와 부하와의 계(subordination) 는 상 자가 부하에 하여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정도에 하여는 명시 인 언 이 없다.그러나,그의 상 자들

(hissuperiors)라는 말 자체가 일정한 지휘 계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226)

224)Ibid..

225)국제 는 비국제 무력충돌에 한 국제인도법을 수해야 하는 자가 구인가?첫

째,국가 그리고 그 기 으로서의 국가의 무장병력이 있다.둘째,국제연합도 국제연합의 지

휘하에 있는 부 가 무력충돌에 참여하면 무력충돌법의 용을 받는다.셋째, 투에 참여하

는 다양한 비국가단체들(non-stateentities)이 있다.이러한 단체들은 스르 스카 공화국

(RepubicaSrpska)처럼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체제(defactoregimes)

이거나 행 에 참여하는 교 단체들(belligerentgroups)일 수 있다.넷째,민간인인 개인

이 무력충돌 상황에서 행 를 하는 경우이다.2차 후 장 (ministers),기업가

(industrialists),일반 시민(theEssenLynchingCase)이 처벌받은 사례와 ICTR의 Akayesu

사건을 들 수 있다.R.Kolb/R.Hyde,AnIntroductiontotheInternationalLawofArmed

Conflict,HartPublishing,2008,pp.86-87;육지에서의 쟁의 법과 습에 한 1907년 제

4헤이그 약의 부속서 제1조는 군 에 용되는 쟁의 권리와 의무는 부하에 하여 책

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되고 작 수행에 있어서 쟁의 법과 습을 수하는 등의 일

정한 조건을 갖춘 민병 (militia)와 의용 (volunteercorps)에도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규군에 용되는 규범이 민병 와 의용 에도 용된다.

226)“hissuperiors”라는 용어는 상 자(superior)가 문제된 부하의 상 자어야 한다는 의미이

며 이것은 상 자의 자격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J.D.Preux,“‘Article86-FailuretoAct’

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

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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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휘 책임의 성립요건

“1949년 제네바 약 4개와 이 의정서의 반이 부하에 의하여 질러졌다

(The factthata breach ofthe Conventions orofthis Protocolwas

committed by asubordinate)”라고 규정한 제86조 제2항의 문언은 부하가

1949년 제네바 약 4개와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반이 제86조 제2항을

용하기 한 제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십자 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의 주석서

(Commentary)는 이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227)

(1)상 자의 자격

제86조 제2항의 상 자는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상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

고 오직 그의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개인 책임을 지

는 상 자만을 말한다.상 자의 부하에 한 통제 계는 제86조 제1항에 의

해 규정된 의무로부터 도출된다.228) 제86조 제2항이 상 는 상 자

(superior)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 반하여 제87조는 군지휘 는 지휘

(militarycommanders 는 comman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제86조 제2항은 반드시 군지휘 인 상 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제86조

제1항은 일정한 상황에서 부작 에 하여 모든 상 자에 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고,제87조는 자신의 지휘 는 통제에 있는 자들에 하여 군지휘 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29)상 자는 부하가 “ 반행 를 했거나 하고

theRedCross(EditedbyY.Sandoz/C.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

Publishers,1987,p.1012.

227)Ibid.,pp.1012-1013;제2차 과 련된 재 에서 미수범을 처벌한 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 질러졌다”는 표 이 미수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W.A.Schabas,

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

UniversityPress,2010,p.440참조.

228)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

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 Cross(Edited byY.Sandoz/C.

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1013.

229)W.J.Fenrick,“Article28Responsibility ofCommandersand OtherSuperiors”,in

CommentaryontheRomeStatute(EditedbyO.Triffterer),Baden-Baden,Nomos,1999,

p.517.



- 88 -

있다는 것(hascommittedorisgoingtocommitabreach)”을 알 수 있게 하

는 정보를 평소에 가지는 치에 있는 자이다.여기서 요구되는 상 자의 지

는 통제의 개념을 포함하는 계층구조(a hierarchy encompassing the

conceptofcontrol)라는 에서 악되며,부하가 그의 명령을 직 따라야

하는 계일 필요는 없다.230)한편 그 부하에 한 상 자들(hissuperiors)은

복수로 표 되어 있으므로 한명의 부하의 행동에 하여 여러 명의 상 자가

지휘 책임을 질 수 있다.

(2)주 요건

지휘 은 부하가 1949년 제네바 약 4개와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반을

지르고 있거나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는 당시 상황에서

그 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야마시타 결,

도쿄 재 ,뉘른베르크 후속 재 의 Hostage사건,HighCommand사건은 부

하가 범죄에 하여 상 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에 하여는 일치하 으나,과실 기 에 하여 일치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

했다.이러한 에서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이 지휘 책임의 성

립에 한 주 요건을 규정한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 자가 알지 못한데 하여 과실이 있는 모든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

한다고 볼 수는 없다.형벌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한 미법과 륙법의

기 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reckless를 과실로 분류할 것인지 고의의 일종으

로 볼 것인지에 하여도 논란이 있는 등 미법 내에서도 과실의 기 이 명

확하지 않기 때문이다.231)논의의 핵심은 상 자가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냐이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를 체

230)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

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 Cross(Edited byY.Sandoz/C.

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1013.

231)Parks는 과실을 (1)Wanton,(2)Reckless,Gross orCulpable Negligence,Simple

Negligence로 분류하고 있다.W.H.Parks,“CommandResponsibility forwarcrimes”,

MilitaryLawReviewVol62,1973,p.97참조; 미법의 Recklessness(무모함)은 독일법계

의 고의와 과실의 간 역 존재하는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종구, 미국 형법상

Recklessness개념에 한 고찰,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5호, 검찰청,2014,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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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한 외교회의(DiplomaticConference)에서 상 자책임의 주 요건

에 과실이 포함되는지에 한 논란이 있었다. 문본에 근거하여 ‘should

haveenabledthem toconclude’라는 표 은 의심의 여지없이 상 자의 책임

이 과실(negligence)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당시 있었다.232)한편,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2항의 표 이 무모함(recklessness)기

이라는 견해도 있다.233)

상 자의 책임에 한 제1추가의정서의 주 기 의 구체 의미를 악

하기 하여는 조문이 성안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제86조 제2항에 상

응하는 상 자의 책임과 련된 기의 외교회의의 안은 “should have

known”이었으나 논란을 거쳐 행과 같이 “hadinformationwhichshould

haveenabledthem toconcludeinthecircumstancesatthetime”으로 변경

232)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

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 Cross(Edited byY.Sandoz/C.

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p.1012-1013;이러한 입

장은 당시 스 스의 군형법(SwissMilitaryPenalCode)제16조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었다

고 한다.동조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안과 련된 잘못을 회피할 수 있었던 자

는 그 법이 그의 행 를 범죄로서 규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과실에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Ibid.,p.1012각주 26.

233)M.Lippman,“Theevolutionandscopeofcommandresponsibility”,LeidenJournalof

InternationalLaw13,2000,p.158;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그 게 결론지

을 수 있을 만한 정보”(informationwhichshouldhaveenabledthem toconclude)에 응하

는 랑스어 본은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정보”(desinformationleurpermettant

deconclure,이를 어로 번역하면 “informationenablingthem toconclude”가 된다)를 사

용하고 있다.ICRC의 주석서는 불어본을 기 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J.D.Preux,

“‘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Commentaryon

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12August1949,

InternationalCommittee ofthe Red Cross(Edited by Y.Sandoz/C.Swinarski/B.

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p.1012-1014; 문본에 의하면 부하들

의 범죄에 하여 상 자의 귀책사유 있는 무지(culpableignorance)로 충분하며,인식하지

못하 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이에 반하여 불어본은 범행이 질러지고 있

다는 에 하여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요구하게 된다. 문본과 불어본이 모두 공

식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불어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C.Meloni,Command

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2010,pp.68-69;ICRC

주석서나 Meloni의 해석과는 반 로 김 석, 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 기타상 자

의 책임에 한 고찰,인도법논총 제25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5,207면은 문본

의 “informationwhichshouldhaveenabledthem toconclude”을 “그 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정보”라고 번역하면서 불어본이 문본의 의미보다 지휘 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더 쉬어진다고 할 수 있고,우리나라의 국문본도 불어본의 해석과 비슷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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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234)후자의 기 은 자보다 더 높은 정도의 과실을 요구한다.그러나,

형사 과실(shouldhaveknown)보다 더 높은 정도의 과실을 요구한다는 것이

반드시 recklessness(무모함)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습국제법상 지휘 책임의 주 요건에 한 혼란은 ICTY의 elebii(쳴리

비취) 결에서 정리된다.

(3)상 자의 작 의무와 부작

제86조 제2항의 상 자책임,즉 상 자의 부작 에 한 형사책임을 부과하

기 하여는 그 제로서 상 자의 작 의무가 요구된다.ICRC 주석서는 제

86조 제2항은 제87조와 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235)이에 따르

면 제87조 제1,2,3항은 상 자책임의 제가 되는 상 자의 작 의무를 부과

하기 하여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상 자에 하여 일정한 작 의무를 부과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236)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지휘 은 그러한 반을 방하거나 억제하기 하

여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

벌을 받을 수 있다.여기서 방(prevent)은 그 내용이 분명한데 억제(repress)

의 의미는 명백하지 아니하다.237)제86조와 제87조는 repress,suppr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이러한 용어는 법 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

에 지휘 책임의 해석과 련하여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쟁법 반을 억제

한다(repress)는 것은 그것의 발생을 방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발생하

는 인 범죄를 단(stop)시킨다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며,이미 발생한 범

죄를 처벌한다(punish)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제86조 제2항이 “ 방하거

234)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

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 Cross(Edited byY.Sandoz/C.

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1006.

235)Ibid.,p.1011.

236)Ibid.,p.1015;多谷千香子(이민효/김유성 역), 쟁범죄와 법,연경문화사 2010,151면;제

87조 제3항의 의무는 지휘 이 그의 부하가 반을 지르려고 하거나 질 다는 것을 알

고 있는 경우에만 용된다.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

ChamberJudgment,20February2001,para237.

237)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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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억제하기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repress는 사 인

방보다는 발생 인 범죄를 단시키거나 처벌한다는 의미 쪽에 주안 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상 자의 의무에 하여 ICTY규정 제7조(3)은

방지( 방)와 처벌(preventandpunish),로마규정 제28조는 방지( 방),억제,

보고(prevent,repress,submit)를 사용하고 있다.여기서 보고는 스스로 부하

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범죄를 알

리는 체 의무이다.이러한 규정들과 비교하여 보면 repress의 핵심이 처벌

(punish)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한 ICRC의 주석서는 repress의 의미

를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238)ICRC주석서의 이러한 태도는 제86조 제2

항의 상 자의 의무의 구체 내용은 제87조에 규정된 의무와의 연계 속에 설

명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239)ICRC주석서에 의하면 제86

조 제2항의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의 제가 되는 상 자의 의무를 알기 하

여는 제87조를 살펴보아야 한다.제87조에 따르면 “군지휘 ”은 부하나 자신

의 통제를 받는 자들의 조약 반을 방,억제,보고할 의무(제1항),부하인 군

인들이 조약의 의무를 알게 하여야 할 의무(제2항)를 지고,“모든 지휘 ”은

부하나 자신의 통제를 받는 자들의 조약 반을 방하기 한 조치를 취할 의

무,그러한 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의무(제3항)를 진

다.여기서 “모든 지휘 ”은 민병 나 의용 를 지휘하는 민간인 상 자를 포

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86조 제2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라고 규정하여 매우 범

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으면서도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조치로 제한하고 있

어 상 자가 불가능한 수단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238)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

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 Cross(Edited byY.Sandoz/C.

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p.1015-1016.

239)Prosecutorv.Hadžihasanovi & Alagic& Kubura,(CaseNo.IT-01-47-AR72)Appeals

Chamber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 Responsibility, 16 July 2003, Partial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par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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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한편,몰라서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그러한 무지가 상

자의 잘못 때문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240)

3.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문제

제86조 제2항은 부하가 1949년 제네바 약 4개와 이 의정서의 반을 “ 지

르고 있거나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는 당시 상황에서 그

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상 자의 부작 를

처벌하고 있다.즉,규정상으로는 상 자의 인식의 상에 부하가 범죄를 이미

“ 지른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여기서 상 자의 인식의 상이 되는

부하의 범죄 상황은 단순히 지휘 책임의 주 요건에만 련되는 것이 아

니다.왜냐하면 상 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하 어야 할 상황에 따라 상 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범죄가 이미 발생하 다면

이에 한 처벌을 하여야 할 의무가 문제될 것이고,범죄가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를 방하여야 할 의무가 문제가 될 것이다.달리 말하면,제87조는

상 자가 취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상 자가 제87조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하는 것이다.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문언의 문제 은 지휘 책임의 성립

요건에 한 혼란을 래하 다.ICTY의 Hadžihasanovi 사건에서 항소심의

다수의견은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문언을 근거로 범죄가 발생

한 이후에 그 범죄를 지른 부하에 하여 지휘 이 된 경우에는 제86조 제2

항이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이것이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에 한

습국제법의 기 이라고 보았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서 제86조 제2항이 지

휘 책임에 한 규정이고,제87조는 당사국들의 의무에 한 것이다.따라서

제87조와 상 없이 제86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이

결정된다.241)

240)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GenevaConventionsof

12August1949,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 Cross(Edited byY.Sandoz/C.

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1987,pp.1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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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ICRC의 주석서는 제86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부하가 반행 를

“ 질 거나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 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논의를 개하고 있다.242)ICRC의 주

석서는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면서 “ 반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

고 있다는 것”(wascommittingorwasgoingtocommitsuchabreach)을

알거나 알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 반행 를 했거

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

된다고 쓰고 있다. 한 ICRC주석서는 제87조의 의무의 모든 내용이 제86조

제2항에서 상 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으로 본다.제87조는 부하가 이미

범죄를 지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제

87조의 의무를 제로 하는 제86조 제2항도 부하가 이미 범죄를 지른 상황

에 용이 된다.243)즉,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이 부하가 반행 를 이

미 지른 상황에 하여 상 자가 알았거나 그 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ICRC주석서

는 제86조 제2항과 제87조의 계에 비추어 그러한 경우도 제86조 제2항의

용 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ICRC주석서의 이러한 해석은 결론에 있어서 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

에서 반 의견을 제시한 Shahabuddeen 사와 Hunt 사의 해석과 일치한

다.244) 필자는 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에 반 하고

241)Prosecutorv.Hadžihasanovi & Alagic& Kubura,(CaseNo.IT-01-47-AR72)Appeals

Chamber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Responsibility,16July2003,para.53.

242)지휘 책임이 용이 되는 상 자는 부하가 “ 반행 를 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has

committedorisgoingtocommitabreach)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평소에 가지는 치

에 있는 상 자이다.J.D.Preux,"‘Article86-FailuretoAct’and‘Article87-Dutyof

Commanders’",in CommentaryontheAdditionalProtocolsoftheJune1977to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EditedbyY.Sandoz/C.Swinarski/B.Zimmermann),MartinusNijhoffPublishers,

1987,p.1013;상 자의 인식,인식가능성의 요건은 상 자가 반이 발생했거나 는 발생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발생했거나 는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문제이다.Ibid.

243)ICRC주석서는 제86조 제2항의 상 자의 구체 의무는 제87조에서 다루어진다고 기술하

고 있어 제87조의 모든 의무들이 용되는 것처럼 서술하면서도,주로 방,억제 의무를

심으로 제86조 제2항을 설명하고 있다.Ibid.,p.1014.

244)Prosecutorv.Hadžihasanovi & Alagic& Kubura,(CaseNo.IT-01-47-AR72)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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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habuddeen 사와 Hunt 사의 반 의견에 찬성한다.즉,제87조와 제86

조 제2항의 한 련성,그리고 지휘 책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86조 제2

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ICRC주석서,Shahabuddeen 사,Hunt 사와 같

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다만,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 규정의 문제 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역시 유사한 문제를 가

지고 있는 로마규정 제28조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4 지휘 책임의 확립 – ICTY

I.구유고국제형사재 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 소(ICTR)

1990년 유고사회주의연방(SocialistFederalRepublicofYugoslavia)이 해

체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과 잔혹행 들이 발생하자 국제연합 안 보장이사회

는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1993년 2월 22일 국제연합 안 보장이사

회의 부속기 으로 구 유고에서 발생한 한 쟁범죄를 소추하기 한 국

제재 소(aninternationaltribunal)의 설치를 결정하 다(제808호 결의).국제

연합의 사무총장이 결의에 따라 1993년 5월 3일 제출한 보고서는 안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성립하는 국제재 소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반에 책

임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인도법을 용한다고 하

다.245)상 자책임(지휘 책임)은 이 보고서 포함된 ICTY 규정 제7조(3)에

있었다.246)

Chamber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 Responsibility, 16 July 2003, Partial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para.25.

245)이 보고서는 상 자의 지 에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범죄를 지르도록 명령한 것에

하여 개인 책임을 지고, 한 그러한 지 에 있는 자는 범죄를 방하지 않거나 그의 부

하의 법한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하 다.이 보고서는 상

자의 부작 책임을 귀속책임(imputedresponsibility) 는 형사과실(criminalnegligence)이

라고 표 하 다.ReportoftheSecretary-GeneralPursuanttoParagraph2ofSecurity

CouncilResolution808(1993),S/25705,3May1993,paras.28-29,53-56.

246)ICTY 규정은 ICTY가 할권을 갖는 국제범죄로서 제2조 1949년 제네바 약들의 한

반,제3조 쟁의 법과 습 반,제4조 집단살해,제5조 인도에 반하는 죄를 두었다.

ICTY의 국제범죄에 하여는 권오곤,국제 형사재 과 한국 형사재 의 비교법 고찰,인

권과 정의 359호, 한변호사 회,2006,19-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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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Y 규정 제7조 개인의 형사책임

(3)이 규정의 제2조부터 제5조에서 언 된 행 가 부하에 의하여 질러졌다는

사실은 그의 부하가 그러한 반을 질 거나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

거나 는 알았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반을 방지하거나 그러한

행 를 한 자를 처벌하기 하여 필요하고도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그 상

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한편,1994년 아 리카의 르완다에서 후투(Hutu)족이 100일 동안 80-100만

명의 투치(Tutsi)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ICTY의 에 따라 국제연

합 안 보장이사회는 1994년 11월 8일에 결의 제955호를 통하여 르완다국제형

사재 소(ICTR)의 설치를 결정하 다.ICTY와 ICTR은 규정이 거의 동일하

고 항소심을 공유하 기 때문에 자매재 기구로 불린다.247)

ICTY는 160명이 넘는 피고인들을 재 하고 많은 례를 집 함으로써 국제

형법 이론의 발 에 지 한 역할을 한다.국제형사재 기구의 규정에 최 로

지휘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 으며, elebii(쳴리비취)수용소 사건을 통하

여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에 한 습국제법 기 을 확립하 다.그러나,지

휘 과 부하의 계에 하여 실효 통제(effectivecontrol)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ICTY검사가 지휘 책임보다 공동범죄집단 이론을 선호

하게 만들었다.

II.ICTY 규정 제7조 제3항 [ICTR규정 제6조 제3항]

ICTY 규정 제7조(3)과 ICTR규정 제6조(3)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부

하가 범죄를 질 거나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는 알았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 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

고 있어서 조문상으로는 부하가 범죄를 지르고 있는 인 상황에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가 범죄를 지르려고 하고 있거

247)르완다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내 분쟁이었기 때문에 ICTY와 달리 ICTR은 (국제 무력충

돌의 성격을 갖는) 쟁범죄를 할에서 배제하 다.ICTY 규정의 제2조 제네바 약들의

한 반,제3조 쟁의 법과 습 반 신에 ICTR은 제4조에서 제네바 약들의 공통

제3조(CommonArticle3)와 1977년 제2추가의정서 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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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르는 인 상황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과 로마규정 제28조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248)규정의 명확성을

하여는 부하가 범죄를 지르려고 하는 경우, 지르는 인 경우, 지른 경

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I.ICTY의 elebii(쳴리비취) 결

1. elebii사건

ICTY의 쳴리비취 수용소(elebiiprisoncamp 는 elebiicamp) 결은

지휘 책임에 한 ICTY 최 의 사건이었다.249)1992년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BosniaandHerzegovina)의 KonjicMunicipality(콘 츠 구)에서 보스

니아 계와 크로아티아 계 군의 연합군과 세르비아 계 보스니아인들 사이에

투가 발생하 다.이 와 에 보스니아 정부(BosnianGovernment)250)에 의해

붙잡힌 세르비아 계 보스니아인들(BosnianSerbs)은 elebii마을의 수용소

시설에 구 되었다.

1992년 4월부터 12월까지 elebii(쳴리비취)수용소에서 살인,성폭행,구타,

잔혹하고 비인간 인 행 들이 수용자들에게 행해졌다.수용자들은 부분 남

자 고 여자도 일부 있었다.수용자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구타를 당했

고 구 기간 동안 정기 으로 구타가 행해졌다.ZdravkoMuci(즈드라 코

무치취)는 수용소의 소장으로 그가 소장으로 있는 동안에 간수들의 구타에 의

해 8명의 수용자가 사망하 고,한 명의 수용자가 구타를 피하려다가 총살되

었다.한 수용자가 소총의 개머리 등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맞았고,수

용소 도착당시 상처가 심했던 다른 수용자가 계속된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

248)Prosecutor 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 Judgment,16

November1998,para.395;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

ChamberJudgement,20February2001,paras.234-235.

249)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Prosecutorv.Delalietal.이다.그런데,사건명의 첫 번째 피고인

델라리취(Delali)의 이름이 아닌 수용소가 있었던 elebii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 elebii

사건 는 elebii 결로 많이 불리고 있다.ICTY 홈페이지는 이 사건의 명칭을 가장

표 피고인인 Muci(무치취)의 이름을 따서 무치취 등 사건(Muci etal.)이라고 하고 있

다.http://www.icty.org/case/mucic/42016.5.15.최종 속.

250)여기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부를 여서 보스니아 정부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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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zim Deli(하짐 델리취)는 수용소의 부소장으로,한 수용자를 며칠 동안

계속 구타하여 사망하게 하 고,다른 수용자를 맨홀(manhole)속에 감 하고

하루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그 후 삽과 선 등으로 구타하 다.

물이 충분했는데도 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에게 마실 물을 심각한 정도로 제한

했고,치료를 요청하는 수용자들에게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Deli는

신문 동안 두 명의 여성 수용자를 강간하 는데,그 하나는 다른 간수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행해졌다.수용소 간수(guard)인 EsadLandžo(에사드 란조)

는 60 의 수용자를 구타하고,세르비아 민주당 뱃지를 그의 이마에 박았다.

이 피해자는 그후 사망하 다.피고인은 불에 달군 집게로 한 수용자의 ,

입,귀를 잡아 화상을 입혔다.Landžo는 한 수용자의 얼굴에 가스마스크를

우고 숨을 못쉬게 하면서 불에 달군 칼로 그의 손,다리,허벅지를 지졌다.한

수용자를 야구몽둥이로 때리면서 팔굽 펴기를 하게 하 고,다른 수용자의

성기에 불에 달군 퓨즈 선(fusecord)을 었다.251)

검사는 ZejnilDelali(제닐 델라리취),ZdravkoMuci(즈드라 코 무치취),

Hazim Deli(하짐 델리취),EsadLandžo(에사드 란조)등 피고인 4명에 하

여 1949년 제네바 약들의 한 반(ICTY규정 제2조), 쟁의 법과 습

반(ICTY규정 제3조)으로 기소하 다.간수인 EsadLandžo를 제외한 세 명

에게 지휘 책임이 용을 청구하 다.EsadLandžo는 살인,고문,잔인한 처

우를 실행한 직 책임에 하여 유죄 결을 받고 15년의 구 형을 선고받았

다.252)

1심 재 부는 Delali가 보스니아 군의 제1기술부 (the FirstTactical

GroupoftheBosnianArmy,“TG1”)의 지휘 이며,TG1은 순순한 투부

로서 그 지휘 의 권한과 책임은 그의 지휘를 받는 구성원들에 한 것으로

제한되고,수용소 소장이나 간수에 하여 직 인 권한이나 실효 통제를

251) Muci et al.Case Information Sheet pp.1-2.http://www.icty.org/x/cases/mucic

/cis/en/cis_mucic_al_en.pdf2016.5.15.최종 속.

252) elebii(쳴리비취)수용소의 리에는 MUP(보스니아의 내무부 소속 경찰),HVO(헤르체

코비나 지역에 결성된 크로아티아계 무장단체,BosnianCroatArmedforces),TO(지역 방

군,TerritorialDefenceforces)등 여러 집단이 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리주

체는 밝 지지 않았다.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TrialChamber

Judgement,16November1998,paras.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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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Delali의 지휘 책임에 하여 무죄를 선고하

다.253)

Muci는 자신을 elebii 수용소의 지휘 이나 소장(warden)으로 임명한

어떠한 서류도 없다고 주장하 으나,1심 재 부는 피고인이 부소장인 Deli와

간수들을 부하로 두고서 수용소에서 그의 명령을 집행하게 하 다는 ,피고

인이 수용자들의 이송,석방,그들에 한 방문,식량 지 에 한 권한을 가

지고 있었던 ,간수들을 지휘하고 그들에 한 인사,징계권을 가지고 있었

던 을 근거로 그가 범죄기간 동안 수용소의 사실상의 지휘 (de facto

commander)이었다고 단하 다.254)수용소에서 범죄들은 무나 빈번히 발

생하 고 악명이 높았던 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용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255)소장인 피고인이 elebii수용소 내에서 발

생하는 범죄를 방지하거나 그 실행자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한 합리 이

거나 한 조치를 취한 이 없다고 시하 다.Muci는 지휘 책임에 기

하여 7년을 선고받았다.256)

Deli는 수용소의 부소장이었는데 살인,고문,비인도 우에 직 참여

한 부분에 하여는 유죄로 처벌받았으나,간수들이 소장인 Muci에게 직

보고하 고 Deli는 실효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 다는 이유로 지휘

책임에 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Deli가 종종 부하들의 범죄행 에 일

정한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으나 이러한 향력은 Deli가 직

범죄행 에 참여하 다는 사실과 비도덕 인간에 하여 간수들이 가지는

공포로부터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Deli는 직 책임에 하여 18

년의 구 형을 선고받았다.257)

253)Ibid.,para721.상 자-하 자 계가 인정되기 하여는 하 자의 범죄행 를 방지하거

나 처벌할 수 있는 실질 인 능력이 있는지라는 의미에서 하 자에 한 실효 통제가 있

어야 한다.Prosecutorv.Delali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Judgement,

20February2001,para256.

254)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s.731-739,763-767.

255)Ibid.,paras.769-770.

256)Ibid.,paras.771-774.

257)Ibid.,para806.



- 99 -

2. elebii기

elebii1심 재 부는 ICTY 규정 제7조(3)에 따라 지휘 책임이 성립하기

하여 첫째,지휘 -하 자 계가 있을 것,둘째 하 자가 범행을 질 거

나 범행을 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을 것,셋

째,지휘 이 범행을 방지하거나 범인을 처벌하기 한 필요하고도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 다.258)259)1심재

부가 제시한 지휘 책임의 3가지 요건은 항소심 재 부에 의해 승인되고,

ICTR에 받아들여져 재 습국제법의 가장 표 인 기 으로 확립되었

258)이 3가지 요건은 학자들에 의하여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짧게 인용되고 있다.1.상 자

-하 자 계(superior-subordinaterelationship),2.상 자의 실제의 인식 는 인식의 실패

(actualorconstructiveknowledge),3.상 자의 부작 (failuretoact).여기서 두 번째 요

건의 constructiveknowledge는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휘 책임이 성립할 수 있

다는 취지이다.이를 추정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왜냐

하면 증거법상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추정은 반 되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shouldhaveknown기 이든 hadreasontoknow 기 이든

간에 이러한 기 을 만족시키면 지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실,즉 실제의

인식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지휘 책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일반 으로 constructive는

‘해석에 의한’으로 번역된다.constructiveknowledge란 실제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법 인

평가에 의하여 실제의 인식이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의미이다.지휘 책임

에 있어서 주 요건은 실제의 인식이 있는 경우와 일정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이

루어진다.여기서 실제의 인식은 없지만 지휘 책임이 성립하는 주 요소로 인정되는 과

실은 그 자체로 실제의 인식과는 구별이 되며,그러한 정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부합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의 인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은 아

니다.따라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실 기 들은 constructive

knowledge가 아니다.이 용어는 지휘 책임이 무과실책임, 책임 는 엄격책임의 일종

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휘 책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해 지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제목으로

학자들 사이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도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다만,단어의 뜻과 문맥에 비추어 최선의

번역을 하자면 ‘법 인식’,‘평가 인식’,‘해석 인식’,‘귀속 인식’,‘간주된 인식’등이

고려될 수 있다.해석이라는 용어는 법을 해석한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법 인식,평

가 인식은 그 의미가 constructive라는 용어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귀속 이라는 말

이나 간주라는 말도 무과실책임을 연상시킨다.실제의 인식이 아닌 경우라는 의미로 ‘비실제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필자는 일

단 이것이 실제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지만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달하기 하여 ‘인

식의 실패’로 번역한다.훗날에 더 좋은 번역이 나올 것을 기 한다.

259) elebii 1심 재 부는 ICTY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의 하나 이상의 발생

(commission)은 지휘 책임의 제조건이라고 표 하고 있다.Ibid.,,para346;이에 반하여

Ori사건의 1심 재 부는 요건으로 하 자가 국제범죄를 질 을 것을 추가하면서 이것을

주된 범죄(principalcrime)이라고 칭하 다.Prosecutorv.Ori,(CaseNo.IT-03-68)Trial

ChamberJudgement,30June2006,para.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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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0)

(1)상 자-하 자 계(TheSuperior-SubordinateRelationship)

ICTY의 1심 재 부와 항소심 재 부는 Muci,Delali,Deli가 군지휘 인

지,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인지에 한 단은 하지 않았다.261)민간인이

든 군조직이든 간에 상 자로서의 법 지 와 사실 지 에 기 하여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는 치에 있는 자는 지휘 책임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부하들의 행동에 한 공식 ,법 권한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262) 요한 것은 공식 지 가 아니라 부하들의 행동을 통

제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263)

elebii1심 재 부는 사실상의 상 자가 지휘 책임의 주체에 포함된다는

근거로 ① ICTY 규정 제7조 제3항이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휘 에

하여 상 자(superi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의 통제 권

한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개념이라는 ,264)② 1977년 제1추가

의정서 제86조 제2항도 superior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동 의정서의 제87조

제3항은 군 지휘 의 의무를 그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그의 통제하에 있는 다

른 사람들(otherpersonsunderhiscontrol)에게까지 확장하고 있는 ,265)③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이후에 미국의 령지에서 재 한 군사재 소의

Hostage사건과 HighCommand사건에서 지휘 은 자기의 지휘계통하에 있

지 않은 부 들이 지른 쟁범죄에 하여도 지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

정한 ,266)④ 도쿄재 에서 외상 히로타 코키(HirotaKoki)처럼 일정한 직책

260)A.Zahar,“CommandResponsibilityofCivilianSuperiorsforGenocide”,LeidenJournal

ofInternationalLawVol14,2001,p.592.

261)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Judgement,20

February2001,para.240.

262)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354.

263)Ibid.,para.370.

264)Ibid.

265)Ibid.,para.371.

266)Ibid.,para.372;미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이 열렸던 뉘른베르크에서 12개의 재

을 한다.이 재 소의 공식 명칭은 뉘른베르크 군사재 소(NurembergMilitaryTribunal,

NMT)이지만,미국 군사 재 소(AmericanMilitaryTribunals 는 UnitedStates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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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민간인(civiliansoccupyingpositionsofauthority)에 하여 국내법상

공식 인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지휘 책임을 물었던 을

근거로 제시하 다.267)⑤ 한, elebii1심 재 부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

후에 랑스가 령지에서 재 한 Röchling사건에서 피고인 HansLothar

vonGemmingen-Hornberg가 독일 비 경찰(Gestapo)에게 명령을 할 수 있

는 공식 권한(anyformalauthority)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Gestapo에

의하여 질러지고 있던 강제노동을 막기 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것을 민간인 기업인(civilianindustrialleaders)이 사실상의 통제

권(defactopowersofcontrol)을 기 로 지휘 책임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로

보았다. elebii1심 재 부는 Röchling사건의 1심 재 부는 피고인이 철강

왕 HermannRöchling의 사 라는 신분에 주목한 것에 비추어 사실상의 향

력(defactoinfluence)이나 비공식 인 향력(informalinfluence)과 같은 충

분한 권 (sufficientauthority)도 지휘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268)

결국 elebii1심 재 부에 의하면 상 자책임(superiorresponsibility)이

용되기 하여는 상 자가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을 의미하는 실효 통제(effectivecontro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군의 지휘 과 비슷한 정도로

그 부하들에 하여 통제를 행사(exercise)하는 경우에만 상 자책임이 용된

다.269)ICTR은 Kayishema(카이셰마)사건270),Musema(무세마)사건271)에서

Tribunals)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이 재 들은 뉘른베르크 후속재 (subsequent

proceedings)이라고 불린다.K.J.Heller,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and the

OriginsofInternationalCrimi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1,p.1.

267)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376.

268)Ibid.:Röchling가족은 독일과 랑스의 경지 인 Saar지역의 가장 요한 제강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랑스는 Röchling재 을 통하여 범의 처벌,Saar지역의 탈나치화를

추구하 다.B.Long,No Easy Occupation:French Controlofthe German Saar,

1944-1957,Boydell& Brewer,2015,p.44.

269)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378.

270)집단살해죄의 발생 당시에 Kayishema는 KibuyePréfecture(키부 도)의 Prefét(지사)

다.Kayishema는 자치경찰(communalpolice),무장경찰(gendarmes)에 하여 실효 통제

(effectivecontrol)을 가지고 있었고,군인,수용소 소장(prisonwardens),무장 민간인,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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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닌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지휘 책임을 인정하 다.

ICTY 례에서 법 상 자(dejuresuperior)가 아닌 사실상의 상 자(de

factosuperior)는 부하에 하여 “실효 권 ”(effectiveauthority)를 가지는

자이며272),이들도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실질 능력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하에 한 “실효 통제”(effective

control)를 가진다.273)

민병 (Interahamwe)에 하여 실 통제(actualcontrol)를 행사하 다.Prosecutorv.

Kayishema& Ruzindana,(CaseNo.ICTR-95-1-T)AppealsChamberJudgement,1June

2001,para.299;Kayishema도지사에 하여 Nybondas는 무장경찰(gendarmes)와 민병

등의 조직에 하여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로마규정 제28조의 분류에 따르면

사실상의 군 지휘 에 해당한다고 한다.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And

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2010,p.85.

271)Musema는 키부 (Kibuye)도에 있는 기소부 차 공장(Gisovuteafactory)의 공장장이었

다.이 지역의 가난 때문에 Musema는 그가 고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

(communalauthorities)에 하여도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Musema는 기소부 차 공장

의 피용자들에 하여 그들의 업무에 하여 그들이 차 공장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공장

밖에서 그들의 업무를 하고 있을 때도 법 인 권한(dejureauthority)을 행사하 다.차 공

장에서 특히 피용자들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는 그의 권력(power)을 통하여 피용자들에

하여 법 ,재정 통제(legalandfinancialcontrol)을 행사하 다.Musema는 이러한 권

력에 의해 범죄를 지르는 피용자에 하여 차 공장에서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하

는 등의 합리 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에 있었다.Musema는 차 공장의 차량,제복

(uniforms),기타 공장의 재산을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권력에 의해 그러한 사용을

방지하거나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합리 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에 있었다.따라서

Musema는 차 공장의 피용자와 자원에 하여 법 그리고 사실 통제를 행사한 것이다.

Prosecutorv.Musema,(CaseNo.ICTR-96-13-A)TrialChamberJudgement,27January

2000,paras.873,880;Nybondas는 민간인 범죄자들에 하여 사실상의 통제를 행사한

Musema사건이 재까지 로마규정 제28조의 “기타의 상 자(othersuperiors)”(민간인 상

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지 한다.그러나 Nybondas는 Musema가 엄격한

의미에서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포함되는지에 하여 의문을 제기한다.상 자가 민

간인 상 자가 되기 하여는 부하들이 민간인이어야 한다.이러한 민간인 부하들이 자신들

의 개인 지 에서 국제범죄를 질 다면 처음부터 지휘 책임이나 상 자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결국 민간인 부하들이 민간인 상 자와 상 자-부하 계를 맺고 있는 그

러한 직업 지 (intheirprofessionalduties)에서 국제범죄를 지른 경우에만 상 자책임

이 문제될 것이다.그런데,민간인 상 자가 지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실질 으로는 민간인

상 자와 그 부하들의 계가 군 지휘 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이다.다시 말하면,민간인 상

자는 실질 으로 그가 사실상의 군지휘 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지휘 책임의 용을

받는다는 것이다.M.L.Nybondas,Command ResponsibilityAnd ItsApplicability to

Civilian Superiors, T.M.C Asser Press, 2010, pp. 85-86; A. Zahar, Command

ResponsibilityofCivilianSuperiorsforGenocide,LeidenJournalofInternationalLaw

Vol14,2001,p.591.

272)Prosecutorv.Aleksovski,(CaseNo.IT-95-14-1)TrialChamberJudgement,25June

1999,para.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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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요건(Knew orHadReasontoKnow)

1심 재 부는 ICTY 규정 제7조 제3항을 습국제법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상 자책임이 발생한다고 하 다.(1)상 자가 그의

부하들이 규정 제2조부터 제5조의 범죄를 지르고 있거나 지를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2) 와 같은 범죄들이 그의 부하들에 의하여 질

러졌거나 는 질러 질 것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추가 이 조차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려 으로써 어도 와 같은 범죄들의 험성을 상 자에게 고

지하여 주는 그러한 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274)

1)실제의 인식(ActualKnowledge)

재 부는 지휘 의 범죄에 한 인식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 다.그러한

인식을 입증하는 직 증거가 없고 지휘 이 인식을 부인하는 경우에,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제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단하여야 한다고 하

다: 법행 의 숫자, 법행 의 종류, 법행 의 범 , 법행 가 발생한

기간, 련 부 의 숫자와 종류, 병참(logistics), 행 의 지리 치

(geographicallocation),행 의 범 한 발생,작 의 술 속도(the

tacticaltempoofoperations),유사한 법행 의 수법(themodusoperandi),

련 장교와 참모,당시 지휘 이 있던 장소.275)

2)인식의 실패(ConstructiveKnowledge)

1심재 부는 상 자가 그의 부하의 행 에 하여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은

273)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378; elebii1심 재 부는 ICTY 지휘 책임 규정에 하여 상 자

(superior)라는 용어는 사실상의 통제권에 근거한 권 (authority)를 가진 직 를 포함할 정

도로 충분히 넓은 개념이라고 하 다.이에 따르면 권 는 사실상의 상 자와 련이 있다.

Prosecutorv.Delalietal.,(Case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November

1998,para.371;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

Judgement,20February2001.para.193.

274)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383; 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의 인식은 부하가 범죄를 “ 지르

고 있거나 지를 것”을 상으로 하면서,인식의 실패는 “ 질러졌거나 지를 것”을 상

으로 하고 있다.1심 재 부는 이러한 차이를 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275)Ibid.,para.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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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부하들이 범행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

을 것이라고 결론을 짓게 만드는 정보를 받고도 이를 단순히 무시한 경우에

상 자책임이 성립한다는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따라서 상 자가 그의 부

하들을 히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지가 문제된다.276)

1심재 부는 도쿄재 에서 상 자가 알지 못하게 된 것에 하여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알지 못하 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한 단한 사례,

Hostage사건에서 령지 사령 이 보고가 부족하거나 부 한 경우에 추가

인 보고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와 같이 제2차 이후의 례들

은 상 자에게 그의 부하들의 활동에 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다.그러나, elebii1심 재 부는 재 의 상

이 되는 범죄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습국제법은 에서 본 2차 련

결들과 다르기 때문에 ICTY는 기소된 범죄 의 사실들이 발생한 때에 존재하

는 습법을 용하여야만 한다고 하 다.277)재 부는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조약 문안 작성과정에서 “shouldhaveknown”기 이 포기되

고 재의 문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문언의

통상 의미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그의 부하들이 지른 범죄에 한 고지를

주는 그러한 특정한 정보가 그에게 실제로 있었을 때만 상 자책임이 발생한

다고 시한다.278)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 범죄의 존재를 결론짓게 하는 충

분한 것일 필요는 없다.이 정보에 의해 상 자가 조사를 더 해야 하게 만드

는 정보,달리 말하면 범죄가 그의 부하들에 의하여 질러지고 있거나 질

러졌는지를 확인하기 한 추가 인 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면 충분하

다.이러한 기 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의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습법

을 반 하며 ICTY규정 제7조 제3항의 주 요건의 해석 기 이 된다.279)

elebii항소심 재 부는 지휘 책임의 주 요건과 련하여 상 자가

부하들의 범죄를 알려주는 정보에 근할 수 있었을 때에만 “hadreasonto

276)Ibid.,para.387.

277)Ibid.,para.390.

278)Ibid.,paras.391-393.

279)Ibid.,para.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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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요건이 충족된다는 1심 재 부의 단을 승인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습국제법과 일치한다고 보았다.280)항소심 재 부는 “hadreasontoknow”가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hadinformationenablingthem toconclude”

처럼 명확한 표 은 아니라고 보았다.한편,항소심 재 부는 ICTY규정과 유

사한 ILC의 1996년 DraftCodeofCrimesagainstthePeaceandSecurityof

Mankind(ILC DraftCode)281)에 주목하 다.282)ILC의 보고서는 인식의 실패

(constructiveknowledge)를 지휘 이 그의 부하가 범죄를 지르고 있거나

지를 것을 그 당시의 정황에서 지휘 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련 정

보(sufficientrelevantinformation)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에서 실질 으로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

다.283) 항소심 재 부는 ILC 보고서가 ICTY 규정의 상 자책임의 “had

reasontoknow”가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hadinformationenabling

them toconclude”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는 을 지

한다.284)항소심 재 부는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ILC보고서와 이 보고

서에 한 주석서가 지휘 책임의 주 요건에 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

280)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Judgement,20

February2001,para.241.

281)1947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국제법 원회(InternationalLaw Commission,ILC)는 인

류의 평화와 안 에 한 형법 안(DraftCodeofoffencesagainstthepeaceand

security ofmankind)을 수회에 걸쳐 작성하는데 1996의 안 제6조는 상 자의 책임

(ResponsibilityofSuperior)라는 제목하에 “Thefactthatacrimeagainstthepeaceand

securityofmankindwascommittedbyasubordinatedoesnotrelievehissuperiorsof

criminalresponsibility,iftheyknew orhadreasontoknow,inthecircumstancesatthe

time,thatthesubordinatewascommittingorwasgoingtocommitsuchacrimeandif

theydidnottakeallnecessarymeasureswithintheirpowertopreventorrepressthe

crim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portoftheInternationalLaw Commissionontheworkof

itsforty-eighthsession,6May-26July1996,UNGA,OfficialRecords,51stSession,

SupplementNo.10(A/51/10),p.25.http://legal.un.org/ilc/documentation/english/reports/

a_51_10.pdf2016.4.18.최종 속.

282)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Judgement,20

February2001,para.234.

283)ReportoftheInternationalLaw Commissionontheworkofitsforty-eighthsession,6

May-26July1996,UNGA,OfficialRecords,51stSession,SupplementNo.10(A/51/10),

p.26.http://legal.un.org/ilc/documentation/english/reports/a_51_10.pdf2016.4.18.최종

속.

284)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Judgement,20

February2001,para.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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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은 지휘 책임의 주 요건에 한 일치된 합의가 있는 증거라

고 보았다.나아가 “hadreasontoknow”가 지휘 으로 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성격의 정보(informationofageneralnature)에 기 하여 더 조

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제2차 후에 일부 례에 의

하여 사용된 “shouldhaveknown”기 과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의 기

은 실질 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 다.285) elebii사건의 항소심 재

부는 부하들의 불법행 를 경고해주는 일정한 일반 정보(somegeneral

information)을 상 자가 그의 수 에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상 자

가 부하들의 범행을 “알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hehadreasontoknow).”라

는 기 을 만족시킨다고 한다.286)

(3)필요하고도 합리 인 조치(NecessaryandReasonableMeasures)의

불이행

그의 부하들의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하여, 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실행자들을 처벌하기 하여 상 자의 지 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

하고 합리 인 조치를 취해야할 법 의무가 발생한다.1심 재 부는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는 개별 인 특정의 상황의 사실 계에 불가분 으로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 (inabstracto)인 일반 기 을 만들어 내려는 시

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 다.287)

국제법은 상 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따

라서 상 자는 그의 권한의 범 내에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문제는 어떤 행 가 그 상 자의 권한의 범 내에 있다고 단

되느냐이다.상 자의 개념에 비추어 상 자는 그에게 실질 으로 가능한 범

(withinhismaterialpossibility)내에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때 책

임을 진다.288)상 자가 범죄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한 조치를 취할 수 있

285)Ibid.,para.235.

286)Ibid.,para.238.

287)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s.394.

288)Ibid.,paras.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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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권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식

인 법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상 자책임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89)

(4)인과 계 불요

1심 재 부는 형법에서 인과 계의 원칙이 요하기는 하지만,상 자책임

에 기 한 형사책임(criminalliability)에 있어서 conditiosinequanon이 통

으로 용되어 왔던 것은 아니라고 하 다.이에 따라 1심 재 부는 상 자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인과 계의 입증이 재의 례법(caselaw)이나 조약

법의 원칙, 는 이 주제에 한 풍부한 문헌에서 “별도의”요건으로 제시되

지 않았다고 보았다.290)1심 재 부는 여기서 인과 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상 자의 책임에 있어서 인과 계를

요구하는 형법의 원칙이 개념상 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

연 설명을 한다.인과 계의 요구는 부하들에 의해서 질러진 범죄의 존재라

는 요건과 상 자가 그의 권한의 범 내에서 그 범죄를 방지하기 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는 요건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이다.상 자가 그의 작 의

무를 이행하 다면 부하들의 범죄행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에서 상

자는 범죄와 인과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91)

반면에 상 자의 부하들이 지른 과거의 범죄를 상 자가 처벌하지 않았다

는 것과 부하들의 범죄의 미래의 실행 사이의 인과 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은 인정되지만,부하에 의하여 이미 질러진 범행과 그 범죄의 실행자를 상

자가 처벌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인과 계가 존재할 수 없다.292)

IV.다른 책임과의 계

ICTY와 ICTR의 기의 결들은 검사가 피고인에 하여 같은 범죄사실에

하여 지휘 책임 이외의 다른 개인 형사 책임[ICTY규정 제7조(1),ICTR

규정 제6조(1)]과 지휘 책임[ICTY 규정 제7조(3),ICTR 규정 제6조(1)]으로

289)Ibid.

290)Ibid.,paras.398.

291)Ibid.,paras.399.

292)Ibid.,paras.400.



- 108 -

모두 기소한 경우에 피고인의 범죄에 한 직 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에 하여 지휘 책임까지 인정하 다.이에 하여는 ‘어떻게 자신이

공격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가,그 자신이 범죄를 실행했으면서 어떻게 나 에 범죄를 실행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비 이 제기되었다.293)

최근의 ICTY,ICTR 례들은 지휘 책임과 다른 직 책임이 경합하는 경

우에 양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직 책임만 용하는 방향으로 바 었다.이

경향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인 상 자의 지 (실효 통제)를 입증하는 것

이 어려워진 것과 결합하여 ICTY,ICTR의 검사들이 지휘 책임보다는 공동

범죄집단으로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을 재 하게 되었다. elebii수용소 사건

의 결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 통제권한을 입증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

려운 일이었다.

293)A.Zahar,“CommandResponsibilityofCivilianSuperiorsforGenocide”,LeidenJournal

ofInternationalLaw Vol14,2001,p.598;W.A.Schabas,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4thed.,CambridgeUniversity Press,2011,pp.234-235;

Prosecutorv.Kvokaetal.,(IT-98-30/1-A),AppealsChamberJudgement,28February

2005,para.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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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조약의 지휘 책임 -ICC로마규정294)

제1 지휘 책임의 성안과정과 특징

I.로마회의

항구 국제형사재 기구의 설립에 한 인류의 노력은 냉 의 종식과 1990

년 ICTY,ICTR의 활동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 소 설립에 한 비 원회(Preparatory Committeeon

theEstablishmentofanInternationalCriminalCourt)의 1회 모임(Session)은

1996년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렸으며,여기서는 미국과 랑스가 지휘

책임을 담당하 다.295) 비 원회의 2회 모임인 1996년 8월 실무그룹

(workinggroup)에서 미국이 지휘 책임 규정 안을 마련하 다.296) 비

원회의 3회 모임인 1997년 2월에 실무그룹이 1997년 비 원회 안을 마련

하 는데,그 내용은 1996년 안과 부분 같았지만 각국 표들의 부분이

군지휘 뿐만 아니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포함하여 어떤 상 자(any

superior)에게도 지휘 책임이 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 다는 을

각주에 부기하고 있다.297) 와 같은 내용의 지휘 책임(제25조)을 포함하는

294)ICC로마규정(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은 국제형사재 소 설립

을 하여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조약의 정식명칭

이다.이 조약은 국제형사재 소(ICC)의 설립과 운 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 에 필

요한 실체법 규범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규정(Statute)이라기보다는

완비된 체계를 갖춘 법 (Code)에 가깝다.ICC로마규정은 ICC규정(ICCStatute) 는 로

마규정(RomeStatute)라고도 불리는데 이하에서는 혼용한다.

295)C.K.Hall,“TheThirdandFourthSessionsoftheUN PreparatoryCommitteeonthe

EstablishmentofanInternationalCriminalCourt”,The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

Law,Vol.92,No.1,AmericanSocietyofInternationalLaw,(Jan.,1998)pp.129.

296)C.K.Hall,“TheFirstTwo SessionsoftheUN Preparatory Committeeon the

EstablishmentofanInternationalCriminalCourt”,The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

Law,Vol.91,No.1,AmericanSocietyofInternationalLaw,(Jan.,1997)p.185;1996년

비 원회 안은 M.C.Bassiouni,TheLegislativeHistoryoftheInternationalCriminal

CourtVolume2,TransnationalPublishers,2005.p.214참조.

297)C.K.Hall,“TheThirdandFourthSessionsoftheUN PreparatoryCommitteeonthe

EstablishmentofanInternationalCriminalCourt”,The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

Law,Vol.92,No.1,AmericanSocietyofInternationalLaw,(Jan.,1998)pp.129-130;

1997년 비 원회 안은 M.C.Bassiouni,TheLegislativeHistoryoftheInternational

CriminalCourtVolume2,TransnationalPublishers,2005.pp.213-2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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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 소 규정 안이 1998년 4월 14일 완성되었고,1998년 6월 15일부

터 7월 15일 사이에 로마에서 열린 “국제형사재 소 설립에 한 국제연합

권외교회의”(이하 “로마회의”)에 제출되었다.298)이 안의 지휘 책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 못하 고 추후에 결정될 내용에 한 강

의 개요에 불과하 다.299)기본 인 내용은 지휘 는 상 자가 그의 부하

들에 한 한 통제를 행사하지 못한 결과로 이 규정에 의한 범죄가 발생

한 경우에 (a)지휘 이나 상 자의 인식 는 과실과 같은 주 요건이 만

족되고,(b)지휘 이나 상 자가 범죄의 방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1998년 6월 16일 제25조의 지휘 책임에 한 안제안서(draft

proposal)를 로마회의 제출하 다.300)로마회의에서 미국 표는 군지휘 은

298) 비 원회의 의장단은 1998년 1월 19-30일까지 네덜란드의 Zutphen에서 모여 국제형사

재 소 설립을 한 규정 안의 내용을 의하 는데(Zutphen회의),여기서 지휘 책임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1996년 비 원회 안,1997년 비 원회 안,1997년 비

원회의 Zutphen회의 안(Zutphen 안),1998년 비 원회의 지휘 책임 안의 내용은

M.C.Bassiouni,TheLegislativeHistory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Volume2,

TransnationalPublishers,2005.pp.212-214참조.

299)1998PreparatoryCommittee

Article25

Responsibilityof[commanders][superiors]foractsof

[forcesundertheircommand][subordinates]

[In addition to other forms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under this Statute,a

[commander][superior]is criminally responsible][A [commander][superior]is not

relieved of responsibility] for crimes under this Statute committed by [forces]

[subordinates]underhisorhercommand[orauthority]andeffectivecontrolasaresult

ofthe[commander's][superior's]failuretoexerciseproperlythiscontrolwhere:

(a)The[commander][superior]eitherknew,or[owingtothewidespreadcommissionof

theoffences][owingtothecircumstancesatthetime]shouldhaveknown,thatthe

[forces][subordinates]werecommittingorintendingtocommitsuchcrimes;and

(b)The[commander][superior]failedtotakeallnecessaryandreasonablemeasures

within hisorherpowertopreventorrepresstheircommission [orpunish the

perpetratorsthereof].

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 “이견조항”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 결정될 내

용을 의미한다. 안은 국제연합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A/CONF.183/2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CriminalCourt,ReportofthePreparatoryCommitteeontheEstablishment

ofanInternationalCriminalCourt,p.32.

http://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icc-1998/docs/english/vol3/a_conf_183_2.pdf2015.

12.7.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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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나 형벌을 할 수 있고,치명 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료제

(bureaucracy)에 의존하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와 다르다는 이 반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에 하여 부분의 국가들이 찬성을 한 것은 물

론,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입장보다 더 나아갔다.요르단(Jordan)은 민간인 상

자인 국가 원수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직 여도 하지 않은 경우에 책

임을 지는 문제 이 있다고 지 하 고, 국은 지휘 책임이 민간인 상 자

에게 용되는 것에 반 하 다.301)이런 논의를 통하여 미국의 안제안서에

기 한 지휘 책임이 ICC로마규정 제28조에 규정되었다.302)

ICC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의 성안과정의 기에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

자)에게도 동일한 지휘 책임이 용된다는 것에 하여 특별한 논란이 없었

다.303)그런데,막상 로마회의에서는 자국의 민간인 지도자들에 하여 지휘

책임이 용될 것을 많은 국가들이 두려워하 다.결국 미국의 제안에 따라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구분하고,군지휘 에 하여는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주 요건을,민간인 지휘 에 하여는 알았거

나 명백한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어야 하는 주 요건을 요구하고,

300)그 내용은 재의 로마규정 제28조와 부분 같다.M.C.Bassiouni,TheLegislative

History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Volume3,TransnationalPublishers,2005.

pp.77,500-501참조.

301)Ibid.,pp.77-78.

302)W.A.Schabas,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UniversityPress,2010,pp.456-457;김 석, 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

기타상 자의 책임에 한 고찰,인도법논총 제25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5,199면;로마규정의 의 과정에서 지휘 책임이 다른 책임의 형식(otherformsof

responsibility)에 추가되는 형사책임의 일종인지(aform ofcriminalresponsibility),부하의

행 에 하여 자신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칙을 표 하는 것인

지가 다투어졌고 결국 자로 결정되어 로마규정에 반 되었다고 한다. 한 실효 권 와

통제(effectiveauthorityandcontrol)은 민간의 경우에는 군의 상 자와 하 자의 계에서

필요한 요건과 다르다는 것을 표 하는 것을 의도하 다고 한다.M.H.Arsanjani,“The

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The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

Law,Vol.93,No.1,AmericanSocietyofInternationalLaw,(Jan.,1999)p.37.

303)1996년 비 원회 안에서 지휘 책임이 군지휘 에게 한정되는지,민간인 상 자(any

superior)에게도 용되는지가 크게 문제되었다고 하지만,그 뒤 1997년 비 원회부터

Zutphen회의의 안,1998년 비 원회 안까지 지휘 책임이 모든 상 자에게 용된다

는 에 하여 각국의 부분의 표들이 찬성하 다.M.C.Bassiouni,TheLegislative

History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Volume2,TransnationalPublishers,2005.

pp.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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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로마규정 제28조 지휘 기타 상 자의 책임

재 소의 할범죄에 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하여,

(a)다음과 같은 경우,군지휘 는 사실상 군지휘 으로서 행동하는 자는 자신

의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거나 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 인 권 와

통제하에 있는 군 가 범한 재 소 할범죄에 하여 그 군 를 하게 통

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i)군지휘 는 사실상 군지휘 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군 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는 당시 정황상 알았

어야 하고,

(ii)군지휘 는 사실상 군지휘 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그들의 범행을 방

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는 그 사항을 수사 기소의 목 으로 권한있

는 당국에 회부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b)(a)항에 기술되지 않은 상 자와 하 자의 계와 련하여 다음의 경우 상

자는 자신의 실효 인 권 와 통제하에 있는 하 자가 범한 재 소 할범죄에

하여 하 자를 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i)하 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 자

가 알았거나 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고,

(ii)범죄가 상 자의 실효 인 책임과 통제 범 내의 활동과 련된 것이었으

며,

(iii)상 자가 하 자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는 그 문제를 수

사 기소의 목 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04)

한 민간인 상 자는 자신의 실효 인 책임과 통제의 범 내의 활동과 련된

경우에만 지휘 책임이 성립하도록 규정되었다.

II.ICC로마규정 지휘 책임의 특징

304)Article28(Responsibilityofcommandersandothersuperiors)

In addition toothergroundsofcriminalresponsibility underthisStatuteforcrimes

withinthejurisdictionoftheCourt:

1.A militarycommanderorpersoneffectivelyactingasamilitarycommandershallbe

criminallyresponsibleforcrimeswithinthejurisdictionoftheCourtcommittedby

forcesunderhisorhereffectivecommandandcontrol,oreffectiveauthorityand

controlasthecasemay be,asaresultofhisorherfailuretoexercisecontrol

properlyoversuchforces,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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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로마규정 제28조는 모든 당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해서 교섭 과정에서 타 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성립요건의 어떤 요

소는 습법을 잘 반 하고 있으나 다른 요소들은 습국제법으로부터 독립하

여 더 진보 인 태도를 취하 고 때로는 습국제법에 반하거나 더 퇴보를 하

다는 지 도 있다.이러한 에서 ICC로마규정은 새로운 지휘 책임 기

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해진다.305)

ICC로마규정 제28조가 1977년 제1추가의정서,ICTY 규정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다른 취 을 하고 있

다는 이다.ICTY는 군지휘 이나 민간인 상 자이든 가리지 않고 부하에

하여 실효 통제(effectivecontrol)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 으로 했다.

따라서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의 구별 실익은 크지 않았다.그러나,ICC

(a)Thatmilitarycommanderorpersoneitherknew or,owingtothecircumstancesat

thetime,shouldhaveknownthattheforceswerecommittingorabouttocommit

suchcrimes;and

(b)Thatmilitary commanderorperson failed totakeallnecessary and reasonable

measureswithin hisorherpowerto preventorrepresstheircommission orto

submitthemattertothecompetentauthoritiesforinvestigationandprosecution.

2.Withrespecttosuperiorandsubordinaterelationshipsnotdescribedinparagraph1,a

superiorshallbecriminallyresponsibleforcrimeswithinthejurisdictionoftheCourt

committedby subordinatesunderhisorhereffectiveauthority and control,asa

resultofhisorherfailuretoexercisecontrolproperlyoversuchsubordinates,where:

(a)The superioreitherknew,orconsciously disregarded information which clearly

indicated,thatthesubordinateswerecommittingorabouttocommitsuchcrimes;

(b)Thecrimesconcernedactivitiesthatwerewithintheeffectiveresponsibility and

controlofthesuperior;and

(c)Thesuperiorfailedtotakeallnecessaryandreasonablemeasureswithinhisorher

powerto preventorrepress theircommission orto submitthe matterto the

competentauthoritiesforinvestigationandprosecution.

305)Mettraux는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법의 특징은 군지휘 (militarysuperiors),군유사지휘

(military-likesuperiors)과 비군지휘 (non-military superiors)의 분리에 있다고 보면서

비군지휘 의 경우에는 부분에 있어서 습국제법과 일치하고 있지만,군지휘 ,군유사지

휘 에 하여는 습국제법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G.

Mettraux,TheLaw ofcommandResponsibility,OxfordUniversityPress,2009,pp.23,

26-27;한편,이와 정반 의 견해도 있다.로마규정의 군지휘 (militarycommanders)과 비

군지휘 (non-militarysuperiors)의 이분법의 특징에 하여 Vetter는 군지휘 에 한 책

임은 본질 으로 재의 습국제법의 기 을 채택하 고,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한 기 은 습국제법의 기 보다 일정 정도 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R.Vetter,

“Commandresponsibility ofnon-military superiorsintheInternationalCriminalCourt

(ICC)”,YaleJournalofInternationalLaw,2000,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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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은 군지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과 이러한 지휘 에 속하지 않는

상 자(“기타 상 자”)를 구별하고 있다.군지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에

하여 주 요건으로 shouldhaveknown기 을,“기타 상 자”에 하여

consciouslydisregard기 을 규정하고 기타의 상 자에 하여는 발생한 범

죄가 그 상 자의 효과 인 책임과 통제 내의 활동일 것을 요구하는 추가 인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ICC로마규정의 두 번째의 특징은 ‘병력이나 부하들에 하여 한 통제

를 하지 못한 결과로서(asaresultofhisorherfailuretoexercisecontrol

properlyoversuchforcesorsubordinates)’지휘 책임이 발생한다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다.이 문언은 상 자의 하 자에 한 통제의무를 제

로 하면서,더불어 ‘그 결과로서(asaresult)’라는 수식어를 포함하고 있다.이

문언의 법 효과에 하여는 논란이 많이 있으며,독립범죄설과 책임형식설

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악하게 된다.

세 번째의 특징은 제1추가의정서,ICTY의 규정보다 지휘 책임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 다.이러한 차이는

ICTY가 특정한 사안과 피고인들을 상으로 마련된 처분 규범에 따라 재 한

것과 달리 ICC로마규정은 구에게도 용될 수 있는 일반 규범이라는 차이

에서 기인한다.ICC가 자국민을 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 소라는 사

실을 깨달은 각국 표들은 지휘 책임에 의하여 자국의 지도자(특히 문민실

권자)가 기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ICTY 규정보다 엄격한 책임주의와 명

확성의 원칙을 따르는 지휘 책임 규정을 마련하 다..

제2 ICC로마규정 제28조

ICC로마규정은 1998년 채택되었으나 ICC는 로마규정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하여 할권(재 권)을 갖는다(로마규정 제11조).

재 ICC에 계속된 사건 에서 1심에서 유무죄까지 단된 사건은 3개이며

그 에서 지휘 책임으로 기소된 사건은 Bemba(벰바)사건이 유일하다.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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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Jean-PierreBembaGombo(장삐에르 벰바 곰보,이

하 “Bemba”)는 1998년 콩고민주공화국 북부의 Kisangani지역에서 콩고자유

운동(MovementdeLiebrationduCongo,MovementfortheLiberationof

Congo,MLC)을 창설하고 그 의장 겸 최고지휘 이 되었다.콩고민주공화국

내 에 여하고 있던 Bemba(벰바)는 앙아 리카공화국 정부군과 MLC간

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앙아 리카 공화국 내 에 개입하 다.Bemba가 이

끄는 MLC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앙아 리카공화국의 수도인

Bangui시 등 지역에서 민간인 살해,강간,고문,약탈 등의 범행을 하 다.307)

2009년 6월 15일 Bemba사건의 심 제2재 부(Pre-TrialChamberII,이

하 “ 심재 부”)는 쟁범죄(살인,강간,약탈)과 인도에 반하는 죄(살인,강

간)에 하여 ICC로마규정 제28조(a)의 사실상 군지휘 으로서 행동한 것에

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확립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재 공소사실확인(confirmationofthechargesofthetrial)

결정(이하 “ 심재 부의 결정”)을 하 다.308)Bemba사건의 1심 제3재 부

306)2016년 5월 16일 재 ICC의 항소심에 계속 인 사건은 없다.1심에서 유무죄까지 선고된

사건은 모두 3개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카탕가(Katanga)사건과 루방가(Lubanga)

사건이 있고, 앙아 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벰바(Bemba)사건이 있다.카탕가는 12년의

구 형이 선고되었고 루방가는 14년의 구 형이 선고되어 양 사건 모두 재 피해자에 한

배상 재 이 진행 이다.Bemba사건은 1심 유죄 결이 있은 후 재 형 결정 재 이다.

https://www.icc-cpi.int/Pages/ReparationCompensation.aspx 2016. 5. 16. 최종 속;

https://www.icc-cpi.int/car/Bemba-et-al2016.5.16.최종 속.

307)백기 ,국제형사재 소의 형사 차제도상의 한계에 한 검토,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

1호,2009,34면.

308)Prosecutor v.Jean-Pierre Bemba Gombo,(Case No.ICC-01/05-01/08)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p.184-185;

“재 공소사실확인”은 ICC의 심재 부가 검사가 재 에 회부하려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문서(documentcontainingthecharges)에 하여 의사실의 소명 여부에 하여 단하고

당해 피의자를 재 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검사에 의한 공소권의 남용을 막

는 제도이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차가 없으나 독일에는 이와 유사한

간 차(Zwischenverfahren)가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201-204조 참조).ICTY도 검사가 제

출한 공소장에 하여 재 이 사 심사를 하는 공소장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ICTY 차

증거규칙 제47조(b)).이윤제,국제형사재 소의 재 공소사실확인 제도,아주법학,제6

권 제2호,2012.12.,442-454면;디텔름 클 스 스키(김성돈 역),독일형사소송법,성균

학교 출 부,2012,189면;KlausVolk(김환수 외 2인 역),독일형사소송법, 박 사,2009,

211면;ICC의 “ 심재 부”는 1심재 부에 의한 공 이 개시되기 까지의 형사 차를 사법

으로 장하는 재 부로서, 할권(재 권)이나 재 격성에 한 결정뿐만 아니라 검사

의 요청에 따른 체포 장의 발부 등 수사에 필요한 명령과 장 발부를 결정한다.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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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ChamberIII,이하 “1심재 부”)는 2010년 11월 22일 재 을 시작하여

2016년 3월 21일 피고인이 사실상의 군지휘 으로서 부하들이 지른 쟁범

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하여 유죄가 된다고 하 다.309) 1심재 부는

Steiner 사(주심 사),Aluoch 사,Ozaki 사로 구성되었는데,Steiner

사와 Ozaki 사는 1심 재 부의 결에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이하 “별개의

견”)하 다.

I.상 자-하 자의 계

1.상 자의 분류

ICC 로마규정은 상 자를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휘 ,기타 상 자로 구

분하고 있다.로마규정 제28조는 제1추가의정서나 ICTY 규정과 달리 지휘

책임을 (a)에서 군지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310),(b)에서 이에 속하지 않

는 상 자(기타 상 자)311)로 구분하여 성립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미국

의 Albright는 ICTY의 설립에 한 안 보장이사회 회의에서 ICTY가 상 자

책임을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312) 그러나,

ICTY와 달리 ICC는 미국인에 한 재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미국은

로마규정에서 민간인 상 자의 소추에 필요한 증거의 수 을 더 높게 하기를

피의자의 요청이나 재 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증거보 조치,피해자 증인의 보호,국

가안보에 련된 정보의 보호,당사국의 력 확보 등 다양한 쟁 사항에 한 권한을 행

사한다. 심재 부의 역할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에 한 한 통제와 제도

뒷받침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며 피의자,피해자 등 기타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하게 보

호함으로써 공 이 단계에서 공정하고 능률 인 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기능

을 수행하며,최종 으로 공소사실확인 차에서 그 기능을 마친다.이윤제,국제형사재 소

의 재 공소사실확인 제도,아주법학,제6권 제2호,2012.12.,441면.

309)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para.752.

310)로마규정 제28조(a)에서 군 의 지휘 으로 효율 으로 행동하는 자(apersoneffectively

actingasamilitarycommander)는 사실상의(defacto)군지휘 을 말한다.E.V.Sliedregt,

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2,p.

198.

311) 제2항의 상 자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말한다. W. A. Schabas, 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ontheRomeStatute,OxfordUniversity

Press,2010,p.458.

312)ProvisionalVerbatim RecordoftheThreeThousandTwoHundredandSeventeenth

Meeting,UN Doc.S/PV.3217(25May1993),p.16;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November1998,para.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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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고,실제로 ICC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반 하

다.313)로마규정 제28조(b)의 취지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경우에는

제28조(a)가 아니라 성립요건이 더 엄격한 제28조(b)가 용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이러한 에서 제28조(b)의 용을 받는 “기타 상 자”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와 같은 ICC 로마규정 지휘 책임의 원래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군인인

상 자는 그가 공식 인 임명을 받은 경우에는 법 인 군지휘 으로서,이러

한 공식 인 임명이 없지만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군지

휘 으로서 제28조(a)의 용을 받고,민간인인 상 자(문민실권자)는 그가 실

효 통제를 가진 경우에 제28조(b)의 용을 받게 된다.

(1)ICC로마규정 상 자의 분류의 문제

군인인 경우에는 군지휘 (miliatarycommander)이거나 사실상 지휘 으로

행동하는 자(personeffectivelyactingasamilitarycommander,이하 “사실

상의 군지휘 ”)에 속한다면 어느 경우에나 제28조(a)의 동일한 기 을 용

받는다.따라서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의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군

인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자인지가 문제될 뿐이다.문제

는 로마규정의 제28조의 원래 취지와는 반 로 실효 통제를 가진 자가 민간

인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휘 ,기타의 상 자의 모두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다.이들은 ① 형 인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법

으로 군의 지휘 인 상 자,② 형 인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사실상 군의

지휘 인 상 자,③ 민간인 신분이며 민간인으로서 직무만 행사하는 상 자

로 분류될 수 있다.314)

첫 번째 문제 은 미국의 통령처럼 무장병력과 련된 법 지 를 가진

민간인과 련해서 나타난다.제28조(b)에서 군지휘 이나 사실상의 군지휘

과 구별되는 기타 상 자에 한 규정을 별도로 둔 이유는 국가수반이 무

313)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

TMCAsserPress,2010,p.184.

314)Ibid.,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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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지휘 책임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이다.315)법 으로 군의 지

휘 인 모든 민간인이 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 으로 같은 권한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일부 국가의 통령은 그들의 민

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법 으로나 사실상으로 군의 최고 지휘 이다.316)이

들은 로마규정의 정의(definition)에 따르면 제28조(b)가 용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 은 민간인의 경우에 사실상의 군지휘 이 되는 자와 기타의

상 자가 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이다.민간인에 하여 로마규정

제28조를 용하기 하여는 먼 그가 사실상의 군지휘 인지 민간인 상 자

(문민실권자)를 구별하여한다.Fenrick은 군 지휘 으로 효과 으로 행동하는

지휘 의 범주는 범 하며 무장한 경찰병력의 지휘 인 경찰 ,무장병력에

편입되지 않은 군사조직을 책임지는 자,무장병력·무장경찰병력· 군사조직

에 하여 사실상의 통제를 가진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 다.317)Fenrick이

제시한 목록 자체는 민간인 상 자(기타 상 자)와 민간인인 사실상의 지휘

을 분류함에 있어서 실질 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이것은 사실상의 지휘 이

되거나 기타 상 자가 될 수 있는 민간인의 목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

러한 목록은 제한 이거나 배타 이지 않다.따라서 민간인 상 자와 련하

여 로마규정 제28조를 용하기 하여는 사실상의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

(문민실권자)를 구별하여야 하는 힘든 문제를 남겼다.318)

315)Ibid..

316)W.J.Fenrick,“Article28Responsibility ofCommandersand OtherSuperiors”,in

CommentaryontheRomeStatute(EditedbyO.Triffterer),Baden-Baden,Nomos,1999,

p.517.

317)Ibid.,pp.517-518.

318)정치 지도자,경제 지도자,고 직 공무원들은 부분 민간업무(civilaffairs)와 련되어

있고 어도 군 지휘 들과는 쉽게 구별된다. 민간 군 계약자들(privagte military

contractors)과 련하여 보면 상황이 다르다.민간 군 계약자와 련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민간 군사 기업(PMCs,privatemilitarycompany)이 투에 있어서 민간인인지 군 행

자인지에 하여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둘째,로마규정 제28조의 용에 있어서

범죄실행자의 상 자가 법 인 는 사실상의 군 지휘 으로 행동했는지 는 순수한 민간

인(상 자)으로서 행동했는지에 한 의문이다.M.L.Nybondas,CommandResponsibility

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 AsserPress,2010,p.78;로마규정은

“군”지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기타의 상 자”를 구분하는 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하여 법정에서 사실 계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게 할 것이며,법 불

안정(legaluncertainties)을 래하고,실질 으로 비슷한 성질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법 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혼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 자들, 를 들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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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CC재 부의 입장

제28조(a)의 용에 있어서 군지휘 이 법 인 군지휘 인지 사실상의 군지

휘 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319) 심재 부는 지휘 이면서 군 지

휘 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식 으로 는 법 으로 임명받은 자를 군 지휘

(militarycommander),즉 법 지휘 (dejurecommanders)라고 불 다.

이 개념은 계 이나 지 (rankorlevel)와 상 없이,무장한 병력에서 지휘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군지휘 은 지휘계통에서 가장 높은

지 에 있는 자일수도 있고 그의 지휘하의 군인이 별로 없는 자(a mere

leader)일 수도 있다.이 조항 내에서 군지휘 의 개념은 상 자가 오로지 군

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한다.국가의 원수가 무장병력의 사령

인 경우에(법 지휘 ),그가 오로지 군에 한 업무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그는 일종의 사실상의 지휘 (a sort of quasi de facto

commander)이기도 하다.320)

사실상 군지휘 으로 행동하는 자(apersoneffectivelyactingasamilitary

commander)에 하여, 심재 부는 이 개념은 별도의 그리고 보다 범 한

범주이며,법에 의해 군지휘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지

휘계통을 통하여 사람들의 집단에 하여 실효 통제를 행사함으로 사실상

군지휘 의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321) 심재 부는 이를 군유사지

휘 (military-likecommander)라고 부르면서 일반 으로 무장한 경찰 부 와

같은 정부의 병력 는 군사 계 이나 지휘계통의 구조를 따르는 무장 항운

사 이면서 민간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한 기 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로마규정은 증거법상의 추론,즉 군 조직에서 추론이 가능

하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추론을 군 상 자와 다른 종류의 상 자 사이에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의 차이로 환시킨 것이다. G. Mettraux, The Law of command

Responsibility,OxfordUniversityPress,2009,p.196;군 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

자)에 하여 다른 요건을 요구한 로마규정의 정당성에 한 논쟁은 M.L.Nybondas,

Command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 AsserPress,

2010,pp.183-205참조.

319)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424)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s.407-408.

320)Ibid.,para.408.

321)Ibid.,para.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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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민병 를 포함하는 반란집단(rebelgroups), 군사 조직과 같은 비정규

부 (비정부 병력)에 하여 권 와 통제를 가지는 상 자를 포함한다고 한

다.322)Bemba사건의 1심재 부는 심재 부의 견해를 부분 수용하고 있

다. 심재 부와 1심재 부는 제28조(b)가 용되는 기타 상 자(민간인 상

자)의 개념에 하여는 언 하고 있지 않다.323)

2.실효 지휘와 통제,실효 권 와 통제,실효 책임과 통제

제28조는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은 그의 실효 지휘와 통제

(effective command and control)나 그의 실효 권 와 통제(effective

authorityandcontrol)하에 있는 부 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8조(a)모두 문구(chapeauelement)324)참조].민간인 상 자(문민실권

자)에 하여는 그의 실효 권 와 통제(effectiveauthorityandcontrol)하에

있는 부하들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나아가 범죄가 상 자의 실효 인 책

임과 통제(effectiveresponsibilityandcontrol)범 내의 활동과 련되어 있

을 것을 추가 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제28조(b)모두 문구(chapeau

element),제28조(b)(ii)].따라서, 습국제법과 달리 ICC 로마규정 제28조의

용을 하여는 실효 지휘와 통제(effectivecommandandcontrol),실효

권 와 통제(effective authority and control), 책임과 통제(effective

responsibilityandcontrol)를 구별하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

(1)실효 지휘와 통제,실효 권 와 통제

Schabas는 군지휘 의 경우에는 그의 실효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 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사실상의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

민실권자)에 하여는 그의 실효 권 와 통제(effective authority and

control)하에 있는 부 (사실상의 군지휘 )나 부하들(민간인 상 자)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325)이러한 해석은 ICC로마규정 제28조

322)Ibid.,para.410.

323)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paras.176-177.

324)冒頭 규정은 각 항에 공통되는 요건을 문두에 배치한 것으로 chapeauelement(샷뽀,모자)

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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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모두 문구(chapeauelement)에서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을 규정

한 문언의 순서에 따라 실효 지휘와 통제,실효 권 와 통제가 결합한다

고 보는 것이다.

Sliedregt는 지휘(command)는 법 지휘 (de jure commander)과,권

(authority)는 사실상의 지휘 (defactocommander)과 련이 있지만 실효

지휘와 통제,실효 권 와 통제라는 두 개념 사이에 실질 인 차이가 없다

고 주장한다.어느 경우나 ‘실효 통제(effectivecontrol)’의 존재가 지휘 책

임의 용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326)

Bemba사건의 심재 부는 ‘실효 지휘와 통제’와 ‘실효 권 와 통제’는

사실상 차이가 없고 요한 은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

다.‘실효 지휘와 통제’와 ‘실효 권 와 통제’는 군지휘 이나 사실상의 군

지휘 사이에서 서로 교환하여 용이 되는 용어로 보았다.이러한 에서

통제 외의 추가 인 단어인 지휘,권 는 통제라는 단어에 어떤 특별한 추가

인 의미를 더하지 않는다.‘실효 ’과 ‘통제’가 양자의 공통분모인 ,제28조

의 성안 과정에서 일부 표가 effectiveauthorityandcontrol를 추가하는 것

325)W.A.Schabas,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UniversityPress,2010,p.460.

326) E. V.Sliedreg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Individual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HumanitarianLaw,T.M.C AsserPress,2003,pp.183-184;이러한 견해는

elebii의 1심 재 부의 결과 련되어 있다.동 재 부는 ICTY 지휘 책임 규정에

하여 상 자(superior)라는 용어는 사실상의 통제권에 근거한 권 (authority)를 가진 직 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 개념이라고 하 던 것이다.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November1998,para371;한편,Fenrick은

자기에게 직 배속되지 않은 부 에 하여 지휘 이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실효 권 와

통제로 보았다.즉,법 지휘 은 간 인 종속 계에 있는 부하들에 하여(dejure

commanderswhostandinarelationshipofindirectsubordinationtotheirsubordinates)

지휘(command) 신에 권 (authority)를 행사한다는 것이다.“어떤 상황에서는 지휘 은

직 인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병력에 하여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그의 작 상의 책임

외에도 지휘 은 령지의 지휘 으로서 권 (authority)를 가지며 그 령지 내의 모든 부

에 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그러한 병력은 령지의 공 질서나 안 과 련하여 지

휘 의 실효 권 (effectiveauthority)안에 있는 것이다.”W.J.Fenrick,“Article28

Responsibility ofCommanders and OtherSuperiors”,in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EditedbyO.Triffterer),Baden-Baden,Nomos,1999,p.518;Fenrick의 견해는 군

와 련된 제한된 설명으로 여기서는 그의 설명을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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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필요하고 혼란만 수 있다고 지 하 다는 을 근거로 들고 있다.327)

결국 Bemba사건의 심재 부는 ICC로마규정이 채택하고 있는 표 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는 ICTY의 실효 통제 기 을 따르고 있는 것이

다.그런데 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다시 심재 부는 지휘와 통제의 개

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효율 인 권 는 군 는 군유사의 지휘 이 그

의 부 나 부하들에게 ‘통제’를 행사하는 방법,양식, 는 성질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328)

결국 Bemba사건의 심재 부에 의하면 “지휘”와 “권 ”는 다르고,“권 ”

가 사실상의 군지휘 에만 련된 것은 아니며,“실효 지휘”와 “실효 권

”는 같다는 것이다.이러한 결론에서 보듯이 ICC로마규정 제28조는 실효

통제라는 요건 외에 실효 지휘와 실효 권 라는 추가 요건들을 규정함

으로써 혼란에 빠졌다.로마규정 제28조가 기타의 상 자(민간인 상 자)에

하여는 “실효 지휘와 통제”가 아니라 “실효 권 와 통제”를 요구하기 때

문에 로마규정의 용을 해서는 “실효 지휘”와 “실효 권 ”를 구별하여

야 한다.Schabas의 견해는 이러한 차이를 반 하고 있으나 그 한 지휘와

권 의 차이 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329)결국 실질 차이 을 설명할

수 없었던 Bemba사건의 심재 부와 Sliedregt는 실효 지휘와 실효 권

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이러한 혼란은 각국의 로

마규정 이행입법에 반 되고 있다.

327)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424)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412.

328) 심재 부는 실질 으로 실효 통제가 기 이 된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문단에서

command와 authority의 차이 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실효 지휘는 실효 권 를 반

한다.지휘(command)는 권 (authority),특히 무장 병력에 권 로 정의되며,권

(authority)는 명령을 하거나 복종을 강제하는 권력이나 권리를 말한다.그러나,실효 인 지

휘와 실효 인 권 사이에 있는 속사 ‘or’를 사용하 다는 은 양자의 의미에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양쪽의 표 에서 통제(control)의 정도가 같을 지라도,효율 인

권 는 군 는 군유사의 지휘 이 그의 부 나 부하들에게 ‘통제’를 행사하는 방법,양식,

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Ibid.,para.413.

329)W.A.Schabas,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UniversityPress,2010,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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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효 책임과 통제

제28조(a)의 군지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과 달리 제28조(b)(ii)는 민간

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그의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범죄가 기타 상

자의 실효 책임과 통제(effectiveresponsibilityandcontrol)범 내의 활

동과 련되어 있을 것을 추가 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이미 제28조(a)와

제28조(b)의 모두 문구(chapeauelement)에서 상 자는 부하에 하여 실효

권 와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요구된

상 자의 실효 책임과 통제(effectiveresponsibilityandcontrol)라는 추가

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하여 문제가 제기된다.민간인 상 자

(문민실권자)에 한 이러한 추가 요건의 존재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제28조(a)의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은 그의 부하들이 지른 범행이

그의 실효 인 책임과 통제(effectiveresponsibilityandcontrol)의 범 외에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330)

Vetter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련되어야 한다(the crimes

“concerned”activities)’는 문언이 인과 계가 아니라 상 자-부하의 계에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그러나,Vetter는 이러한 련성 요건에 하여 극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민간인의 통제와 군의 통제의 차이 을 진술하고

있는 불필요한 확인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331)

Arnold는 지휘 책임론(thedoctrineofcommandresponsibility)은 상 자의

보증인지 (guarantorposition)에 근거를 둔 것이며,이러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의 능력의 범 내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실효 책임과 통제의

요건은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가 부하들의 업무 시간 외의 행 ,부하들의

업무와 련이 없는 행 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Arnold에 의하면 이러한 범 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집단처벌(acollectivepunishment)을 의미하게 된

330)Ibid.,p.460.

331)Vetter는 28(b)(ii)의 의미는 불명확하고 앞으로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그 뜻이 밝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G.R.Vetter,“Commandresponsibilityofnon-militarysuperiorsin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ICC)”,YaleJournalofInternationalLaw,2000,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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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2)

부하의 범죄가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실효 인 책임과 통제 범 내

의 활동과 련된 것이라는 요건이 군지휘 이나 사실상의 군지휘보다 민간인

상 자의 책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요건 자체는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 외에 특별한 법 효과를

부여하기는 어렵다.실효 책임과 통제 요건이 없다고 하여 군지휘 이나 사

실상의 군지휘 에 하여는 이러한 련성 요건이 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민간인 상 자의 지 라는 요건(이

것은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휘 에 하여도 마찬가지로 용되는 요건이

다)에 이미 이러한 련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II.주 요건

제28조(a)에 의하면 군지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은 군 가 재 소의

할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는 당시 정

황상 알았어야 한다. 심재 부는 ICC로마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군지휘

이 그의 부 가 재 소의 할범죄를 구성하는 행 를 하려고 하거나,하고

있거나,하 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333)즉 ICC 로마

332) R.Arnold,“Article 28 Responsibility ofCommanders and Other Superiors”,in

Commentaryon the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Edited byO.

Triffterer) 2nded.,C.H.Beck·Hart·Nomos,2008,p.841;Fenrick은 보증인 지 를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Arnold와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즉 상 자의 실효 인 책임과 통

제(effectiveresponsibilityandcontrol)범 내의 활동과 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기타 상 자는 부하의 모든 행 에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의 지휘를 받는 부 는 내부 징계 시스템에 복종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의무를 지

고 있을 수 있다.그러나,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부하는 와 유사한 징계 시스템으

로부터 벗어나 있고,직장에 있을 때나 직무와 련된 행 를 하는 경우에만 상 자의 실효

책임과 통제의 범 내에 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의 상사는 이들에 하여

보통의 경우에는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W.J.Fenrick,“Article28 Responsibility of

CommandersandOtherSuperiors”,inCommentaryontheRomeStatute(EditedbyO.

Triffterer),Baden-Baden,Nomos,1999,p.522;Sliedregt도 로마규정 28(b)(ii)는 상 자에

한 공포(fear)를 상 자책임의 발생근거가 되는 상 자-부하 계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한

다고 하면서 28(b)(ii)에 있는 책임(responsibility)에 의해서 28(b)(ii)의 ‘통제(control)’가 민간

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인 최소한의 요건 는 기본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Law,

OxfordUniversityPress,2012,pp.184-185.

333)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424)P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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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문언은 부하가 범죄를 종료한 상황에 하여는 언 이 없는데도 심

재 부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다. 심재 부가 민간인 상

자에 한 제28조(b)에 하여는 언 을 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규정 제28조가

이러한 에서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심

재 부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한 ICC 로마규정 제28조(b)는 하 자가 그

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 자가 ‘알았거나’

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어야 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알았거나’는 제28조(a)와 공통되지만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다’는 요건은 제28조(a)의 shouldhaveknown보다 더

입증이 어려운 기 이다.로마규정 제28조(b)의 ‘consciously disregarded

information’과 미국 모범형법 의 recklessly(무모하게)의 표 을 비교하면

‘consciouslydisregardinginformation’이 모범형법 의 무모함 기 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334)무모함(recklessness)기 은 ICTY 규정 제7조(3)의 ‘had

reasontoknow’를 용한 elebii기 ,즉 습국제법의 기 과 같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335)ICC로마규정 제30조가 국제범죄의 주 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는 고의와 인식(intentandknowledge)은 과실이나 무모함보다 엄격한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428.

334)TheModelPenalCodeArt2.02(2)(c)Recklessly.A personactsrecklesslywithrespect

toamaterialelementofanoffensewhenheconsciouslydisregardsasubstantialand

unjustifiableriskthatthematerialelementexistsorwillresultfrom hisconduct.The

riskmustbeofsuchanatureanddegreethat,consideringthenatureandpurposeof

theactor'sconductandthecircumstancesknowntohim,itsdisregardinvolvesagross

deviationfrom thestandardofconductthatalaw-abidingpersonwouldobserveinthe

actor'ssituation;W.A.Schabas,The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on

theRomeStatute,OxfordUniversityPress,2010,p.463;Cassese는 Recklessness(dolus

eventualis)를 주 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상 자책임을 들면서 상 자책임은 상 자가 자

신의 하 자가 국제범죄를 실행하려고 하거나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을 경우 그 하 자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쓰고 있다.

A.Cassese,InternationalCriminalLaw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2008,pp.

66-67.

335)W.A.Schabas,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 University Press,2010,p.463;G.Mettraux,The Law ofcommand

Responsibility,OxfordUniversityPress,2009,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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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며,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용되는 일반규정이다(ICC로마규정 제

30조 참조).따라서 로마규정 제28조의 주 요건인 “shouldhaveknown”

과 “recklessness”는 제30조의 일반규정에 한 외가 된다.그러나,Schabas

는 ICC로마규정 제28조의 recklessness기 이 실제로는 ICC로마규정 제30

조에 근 하다고 주장한다.336)

심재 부에 의하면 알았거나(knew)는 실제의 인식을 요구하고,알았어야

했다(shouldhaveknown)는 과실의 일종이다.shouldhaveknown기 은 상

자가 그의 부하들의 법한 행 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었던 경우

를 말한다고 하 다.337)이것은 ICTY의 hadreasontoknow 기 을 벗어나

는 것이다.ICTY의 결들은 ICTY규정의 ‘hadreasontoknow’가 형사상의

과실로는 충족되지 못하며,지휘 이 범죄발생을 경고하는 정보를 무시한 경

우라고 하 었다. 심재 부는 shouldhaveknown기 은 범죄 발생 시 에

서 범죄에 한 정보가 있었는지에 상 없이 상 자가 그의 부 의 활동에

해 알기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를 상 자에게

보다 많이 부과하는 기 이라고 하 다. 심재 부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

권자)보다 군지휘 는 군유사 지휘 에 하여 더 엄격한 태도(stringent

approach)를 취하는 것이 상 자의 종류의 차이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

다.338)

III.상 자의 의무 불이행

1.방지,억제,보고 의무

(1)ICC로마규정의 해석

Bemba사건의 심재 부는 ICC로마규정의 지휘 의 의무는 시간 순서

에 따라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한다.상 자들은 ICC로마규정 제28조(a)(ii)나

336)W.A.Schabas,Ibid.,p.463.

337)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424)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s.430-432.

338)Ibid.,para.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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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b)(iii)에 규정된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이러한 의무

는 범행을 방지( 방)할 의무(dutytopreventcommissions),범행을 억제할

의무(dutytorepresscommissions),사안을 수사 기소의 목 으로 권한 있

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tosubmitthemattertocompetentauthoritiesfor

investigationandprosecutions)이다. 심재 부는 이 세 가지 의무는 범죄의

실행에 있어서 범행 ,범행 ,범행 후라는 세 가지의 다른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고 한다.이러한 세 가지 의무의 반은 지휘 책임을 각각 별도로

성립시킨다.따라서 지휘 이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가 억제

의무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 다고 하여 방지 의무 반에 한 책임이 소멸되

는 것은 아니다.339)

방지( 방)의무는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고 있는 이거나 지르려고 할

때 발생한다.이 의무는 범죄의 실행 에 발생하여 범죄의 완성 까지 존속

한다.340)억제 의무는 범죄 실행의 두 가지 다른 단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의무를 포함한다.첫째는 진행되고 있는 범죄가 완성이 되는 것을 단

(stop)시켜야 할 의무이다.둘째는 그 범죄의 실행이 있은 후에 그 범죄의 실

행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의무이다.341)상 자가 범죄의 실행을 제재하기 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처벌 의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첫째는 상 자 자신이 부하들을 처벌하기 해 필요

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둘째는 그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안을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따라서 ICC 로마규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 자의 세 번째 의무인 사안을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thedutytosubmitthemattertothecompetentauthorities)는

억제 의무의 일부로서의 처벌 의무의 안이 된다.342)1심재 부는 심재

339)Ibid.,para.436.

340)Ibid.,para.437; 심재 부는 범죄방지의무에 따른 조치의 내용으로 (i)국제인도법의 교

육,(ii)군사행동이 국제법에 부합하게 실시되었는지에 한 보고의 확보,(iii) 쟁법을

수하도록 하는 명령,(iv)상 자의 지휘를 받는 부 가 잔혹행 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징계 조치의 실시 등을 들고 있다.Ibid.,para.438.

341)Ibid.,para.439.

342)Ibid.,para.440;결국 사안을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thedutytosubmitthe

mattertothecompetentauthorities)는 상 자가 처벌을 한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지 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비 의무이다.E.V.Sliedr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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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단에 동의하고 있다.343)

제1추가의정서 제86조(2)의 지휘 책임이 상 자의 의무를 prevent와

repress로 구분하 던 ,ICTY 규정 제7조(3)이 prevent와 punish로 구분하

던 에 비추어 repress는 punish에 상응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이러한

에서 prevent는 주로 장래의 범죄와 punish(repress)는 주로 과거의 범죄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한편,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면 상 자의 의무는

범행의 완성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prevent의 의무가 있고,이미 진행된 부분

을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punish(repress)의 의무가 있다.그러나,repress는 단

순한 punish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즉,이것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물

론이고,진행되고 있는 범죄를 단(stop)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종류의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매우 범 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344) 한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상 자는 이를 처벌하

거나 보고하는 것 외에도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에서 prevent와 repress의 의무가 발생한다.범죄가 이

미 발생한 상황에서 상 자가 범죄를 처벌하거나 그 자신이 처벌할 권한이 없

는 경우에는 이를 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 자의 방지 의무,억제 의무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다.즉,Bemba사건의 심재 부가 방지,억제,보고 의무는 범죄의 실

행에 있어서 범행 ,범행 ,범행 후라는 세 가지의 다른 단계에서 발생한

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2,p.

198.

343)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paras.197-209.

344)Sliedregt는 repress가 제1추가의정서 제86조,제87조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

에 매우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범죄에 한 응 의무의 기 로 볼 수도

있다고 지 한다.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Law,

OxfordUniversityPress,2012,p.198;Ambos는 상 자에게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태도는 임시재 소들의 례에 의해 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에 그 범죄를 방지할 의무(dutytoprevent),범죄의 발생 후에는 그것을

처벌할 의무(dutytopunish)가 있다고 한다.만약 범죄가 이미 범해진 경우에는 상 자는

억제 인 수단(repressivemeasures)에 의해서만 응할 수 있다.이런 경우는 수사를 명령

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사안을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K.Ambos,

TreatiseonInternationalCriminalLawVolume1:FoundationandGeneralPart,Oxford

UniversityPress,2013,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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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고 한 것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재 부의 이러한

설명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하여 상 자가 처벌의무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는 지휘 책임이 범죄방지의무나 범죄제지의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지휘 책임의 범죄 방지,제지,

처벌의무는 궁극 으로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를 목 으로 하는 상 자의 부하

에 한 범죄통제의무로서 동질 인 것이다.

실제 재 에서 부작 를 이유로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기 하여는 상

자가 범죄 방지,억제,보고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심재 부가 주장하는 부하범죄의 진행단

계 별로 발생하는 상 자의 의무가 이러한 단에 도움이 되겠지만,실제 사

건에서 심재 부가 주장하는 방법만으로 상 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확정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2),ICTY 제7

조(3),ICC로마규정 제28조가 부하의 범죄의 실행의 단계와 상 자의 의무를

각각 응시켜 규정하지 않았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응 계가 명확

하지 않고,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Bemba사건의 1심 재 부의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필자는 부하의 범죄의 실

행 단계별로 특정의 상이한 작 의무가 발생한다는 심재 부의 견해에 동의

하지 않으며,실제 상황에서 상 자에게 방지,억제,처벌,보고 의무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각 의무별로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 처벌하거나 수사기

에 알리지 않은 것은 범죄처벌(보고)의무를 반한 동시에 범죄방지의무와

범죄억제의무도 반한 것이다(私見).

(2)ICC로마규정의 문제

ICC로마규정의 문제 은 주 요건의 상이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포

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다.로마규정은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제28조(a)(i)]

는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 자가 알았거나

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한 경우’[제28조(b)(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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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정하고 있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하고 있거

나,범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나 ‘범죄

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하고 있거나 범했다는 사실을 상 자가 알았거

나 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령,군지휘 인 피고인이 그의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려고 한

것, 지르는 이었다는 것을 몰랐으나 그러한 범죄가 완성된 후에 그 사실

을 알았다고 가정하자.그런데 피고인은 그의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려고 한

것과 지르는 이었던 것을 몰랐던 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을 수도 있

다.이런 경우는 문언상으로는 로마규정 제28조(a)가 용되지 않는다.왜냐하

면 로마규정 제28조(a)는 군 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군지휘 이 알았거나 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

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하가 이미 범죄를 범한 상황에 하여는 규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ICC가 피고인을 무죄라고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제28조의 규정의

체 인 취지는 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며 “범했다는 사

실”이 락된 것은 단지 입법상의 과오로 보인다(私見,1977년 제1추가의정서

에 한 제3장 제3 참조).

필자는 제28조(a)(i)은 “군지휘 는 사실상 군지휘 으로서 행동하는 자

가 군 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거나 범하 다는 사

실을 알았거나 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고”,제28조(b)(i)는 “하 자가 그

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거나 범하 다는 사실을 상 자

가 알았거나 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고”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

ICC로마규정의 문언은 그 성안 당시에 기치 않았던 많은 쟁 을 산출하

고 있다. 습국제법은 지휘 의 범죄 방지,처벌의무를 반하면 상 자가 부

하를 통제할 의무를 반한 것으로 보았다.그러나,로마규정은 상 자의 방

지,억제,보고 의무 반과 별도로 모두 문구(chapeauelement)에서 상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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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군 나 부하를 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로마규정의 이 문구는 하 자를 하게 통제를 하여야 하는

상 자의 의무 반이 지휘 책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 다.345)이 의무와

우리가 앞에서 본 범죄 방지,억제,보고 의무와의 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

가?

(1)이분설

Triffterer는 이 문구를 근거로 ICC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습국제법상의 지휘 책임과 다르게 해석한다.그는 “ 히 통제할 의무의 불

이행”(failuretoexercisecontrolproperly)은 상 자가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법 의무를 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통제의무의 반에 하여는

로마규정 제28조가 주 요건에 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일반규정인 로마규정 제30조346)가 용된다.347)따라서 상 자는 그의 부하

들에 한 그의 감독 통제 능력을 포함하여 객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상 자는 그의 통제 의무의 사실 기 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동 으로 머물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그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여야 한다.이 게 통제를 해야 할 의무와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일

반 의무는 그의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는 단계에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구

체 의무로 체될 때까지 존재한다.348)‘ 한 통제를 하지 못한 결과’라는

345)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Press,2014,para.610

346)제30조 주 요소

1.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사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범죄의 객 요소를 범한 경우

에만 재 소 할범죄에 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2.이 조의 목 상 다음의 경우 고의를 가진 것이다.

가.행 와 련하여,사람이 그 행 에 여하려고 의도한 경우

나.결과와 련하여,사람이 그 결과를 야기하려고 의도하 거나 는 사건의 통상 인 경

과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이 조의 목 상 “인식”이라 함은 어떠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는 사건의 통상 인 경

과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인식하다” “인

식하고서”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347)O.Triffterer,““Command Responsibility”- crimen suigenerisorparticipation as

“otherwiseprovided”inArticle28RomeStatute?”,inMenshenregerichtesStrafrecht-

FestschriftfürAlbinEserzum 70.Geburtstag(EditedbyJ.Arnold),Beck,2005,S.910.

348)Ibid.;Triffterer는 이 게 2단계의 작 의무를 인정하고 첫 번째의 작 의무의 불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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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은 이러한 부작 가 어떤 식으로든 부하들의 범죄행 의 가능성을 제공하

다는 의미이다.상 자의 ‘첫 번째 의무 반’(통제의무 반)과 ‘두 번째 의무

반’(범죄를 방지,억제,보고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는 필요하고 합

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즉 구체 인 조치의무 반)의 계에 하여

Triffter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첫 번째 의무 반 때문에 부하의 범죄가

발생하고,두 번째 의무는 상 자가 첫 번째 의무 반을 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다.349)두 번째 기회(두 번째 의무)에는 ICTY의 지휘 책

임 기 이 그 로 용된다.즉,상 자가 첫 번째 의무를 반한 후에 부하가

범죄를 지르려고 하고 있거나, 지르는 이거나, 는 이미 지른 경우에

상 자가 이를 알았거나,무모하게 이러한 정보를 무시했거나,알았었어야 했

어야 했던 상황에서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지,억제,보고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지휘 책임을 진다.350)이 견해

에 의하게 되면 두 가지 의무 반,즉 첫 번째의 통제의무(범죄의 일반 인

방의무)와 두 번째의 구체 인 조치의무 반이 각각 독립 인 의무 반이

된다.각 의무 반에 한 모든 주 요건과 인과 계의 문제는 각각 독립

으로 단되어야 한다.351)

제30조에 의해서,그리고 두 번째의 작 의무의 불이행은 제28조의 주 요건에 의해서

충족된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휘 책임을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범죄 참가의

한 형태(aspecificmodeofparticipation)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Ibid.,S.

921.

349)Ibid.,S.917;C.Meloni,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Law,

T·M·C·AsserPress,2010,p.166은 로마규정 제28조는 [일반 사 인]통제의무 반이

그 자체로는 지휘 책임을 성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350)O.Triffterer,“Causality,aSeparateElementoftheDoctrineofSuperiorResponsibility

asExpressedinArticle28RomeStatute”,LeidenJournalofInternationalLaw Vol15,

2002,p.200.

351)2단계 의무의 반은 하나의 연속된 부작 일 수 있다.O.Triffterer,““Command

Responsibility”-crimensuigenerisorparticipationas“otherwiseprovided”inArticle28

RomeStatute?”,inMenshenregerichtesStrafrecht- FestschriftfürAlbinEserzum 70.

Geburtstag(EditedbyJ.Arnold),Beck,2005,S.919-921ff;보고의무의 반의 경우에는

상 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 와 발생한 범죄 사이에 인과 계는 존재하지 않

는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 자가 첫 번째의 의무를 반한 것과 발생한 범죄 사이의 인

과 계는 존재하여야 한다.O.Triffterer,“Causality,aSeparateElementoftheDoctrine

ofSuperiorResponsibilityasExpressedinArticle28RomeStatute”,LeidenJournalof

InternationalLawVol15,2002,p.202;Meloni도 로마규정이 상 자의 의무가 2단계 구조

(two-tierduty)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는 상 자의 주된 의무이며

국제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이러한 의무가 조기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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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설

Werle는 ICC 로마규정이 히 통제를 하지 못한 결과로 부하가 범죄를

지를 것을 요구한 규정은 통제와 감독의무의 반을 상 자책임의 핵심 요

건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한다.이러한 요건은 습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

으며 이러한 요건의 추가가 가지는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352)

Werle는 지휘 책임을 규정한 제28조의 요건들이 제30조에서 말하는 “범죄의

객 요건”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통제의무 반에 한 주 요건도 명

확하지 않다고 한다.353)

그는 통제의무의 반과 방지,제지,보고 의무 반 사이의 계를 두 가지

로 구분하여 단하고 있다.범죄 방지의무를 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통제의

무를 반한 것이며 별도로 통제의무를 반하 다는 을 입증할 필요가 없

다고 한다.354)한편,보고 의무 반의 경우에는 부하의 범죄가 상 자의 통제

의무 반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규정의 문언에 충실

한 해석은 그 범죄가 발생하기 에 상 자 정한 통제를 하여야 하는 의무

를 반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355)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부하에 한 상

자의 지 를 피고인이 그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상 자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Werle에 의하면 통제의무와 범죄 방지,제지

고 주장한다.그런데 Meloni가 설명하는 통제의무의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 으로 범

죄방지의무에 한 것이다.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

Law,T·M·C·AsserPress,2010,pp.164-165,174;Bemba사건의 1심재 에서 별개의견을

제시한 Ozaki 사는 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는 구체 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와

하지만 독립된 의무라고 하면서 이러한 통제의무는 질서를 유지할 의무,감독과 규율 체

제를 유지할 의무 등을 포함하는 범 한 의무이며 상 자에게 항시 존재한다고 한다.

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III

Judgement,21March2016,SeparateOpinionofJudgeKunikoOzaki,para.15.

352)G.Werle,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2nded.,T·M·C·AsserPress,2009,

para.528.

353)Ibid.,paras.532-533.

354)Ibid.,para529.

355)Ibid.,para.531;Werle는 보고의무 반만을 로 들고 있으나 억제(repress)의무 반의 경

우에도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역시 같은 결론에 다르게 되어야 할

것이다.Prosecutorv.Jean-Pierre Bemba Gombo,(Case No.ICC-01/05-01/08)Trial

ChamberIIIJudgement,21March2016,SeparateOpinionofJudgeKunikoOzaki,para.

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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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결합하여 하나의 의무가 되지만,통제의무와 범죄 보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3)ICC재 부의 입장

ICC는 모두 문구(chapeauelement)의 “ 히 통제하지 못한”이라는 표 과

구체 인 방지,억제,보고 의무의 계에 하여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Bemba사건의 심재 부는 군지휘 는 사실상 군지휘 으로서 행동하

는 자는 자신의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거나 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

인 권 와 통제하에 있는 군 가 범한 재 소 할범죄에 하여 “그 군

를 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형사책임을 진다는 규정에서 “ 하

게 통제하지 못한”이라는 부분은 상 자가 그 범죄가 발생하기 에 그 부

에 하여 이미 통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356)실효 통

제라는 것은 방지,억제,보고를 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을 의미하고 따라서

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357) 심재 부에 의하면 “asaresultof”라는 문구는 상 자의 직무

반(derelictionofduty)과 부하의 범죄와의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58)1심재 부는 “asaresultof”라는 문구는 히 통제하지

않은 부작 와 부하의 범죄와의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심재 부의 입장에 동의한다.359)

(4)단일설(私見)

지휘 책임의 요건으로서 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와 범죄의 방지,억제,

보고의무를 구분하여야 할 습국제법상의 근거가 없으며,ICC로마규정도 이

356)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424)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419.

357)Ibid.,para.422.

358)Ibid.,para.423.

359)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para.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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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분을 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로마규정의 모두 문구

(chapeauelement)에서 부하들을 히 통제한 결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표 한 것은 뒤에서 구체 으로 제시하는 범죄 방지,범죄 처벌,범죄 보고 의

무를 모두 문구에서 통합 으로 지칭한 것이다.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는

상 자가 지고 있는 범죄 방지,억제,보고 의무와 무 할 수 없다.통제의무

의 발생을 구체 인 방지,억제,보고 의무보다 시기 으로 일 설정하는 이

론 구성의 장 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한 시 에서 상 자가 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 자가 그 이 에 통제의무를 이행하지 않

아서 그러한 상황이 래되었다면 지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쾌

히 보여 다는 이다.360)그러나,이러한 결론은 상 자의 의무가 시기 으로

2단계에 걸쳐서 독립 으로 나타난다고 보지 않아도 수 된다.상 자의 선행

하는 부작 에 의해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래되었다면 상 자는 이러한 불가능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361)

Triffterer가 주장하는 부하를 히 통제하여야 할 상 자의 의무의 내용

은 실질 으로 범죄방지의무에 한 것이다.Triffterer는 한 통제를 하지

360)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166,172.

361)야마시타 사건에서 미국 군사 원회는 야마시타가 부하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

하 지만,그 에 일본의 지휘 들이 부하들의 임무 수행에 하여 어떠한 검이나 조사도

한 사실은 없다는 을 근거로 야마시타에 하여 유죄를 선고하 다.TheUnitedNations

WarCrimesCommission,Law ReportsofTrialsofWarCriminalsVolumeIV,1948,p.

34-35;미국의 뉘른베르크 후속 재 의 하나인 Hostage사건에서 재 부는 “피고인 List는

보고가 들어오는 때 본부에 없었기 때문에 무고한 거주민들이 불법 으로 살해된 많은 사례

들에 하여 알지 못했고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한다.···그는 그

의 권한의 범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에 하여 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그

보고서가 불완 하거나 는 다른 이유로 부 하다면 그는 모든 련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추가 보고서를 그에게 요구할 의무가 있다.그가 만약 완 한 정보를 요구하고 획득하

지 못한다면,그는 직무유기(thederelictionofduty)의 책임을 진다.그는 그 자신의 직무유

기를 항변으로 제출할 수 없다.본부에 부재하 다는 것은 그가 만들거나 묵인한 정책에 따

라 질러진 행 들에 한 책임을 면제시켜 수도 면제시켜 주지도 않는다.”라고 시하

다.United StatesGovernmentPrinting Office,TrialsofWarCriminalsbeforethe

Nuernberg Military Tribunals Volume XI,1950.1271; 유책이론(cumulative

culpabilitytheory)에 따르면 성립요건의 일부의 결핍이 행 자의 귀책사유로 래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D.Robinson,“How CommandResponsibility

GotSoComplicated:A CulpabilityContribution,itsObfuscation,andaSimpleSolution”,

MelbourneJournalofInternationalLawVol13,2012,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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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 나 에 다시 상 자에게 부하들의 범죄에 하여 방지,억제,보

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그 다면 Triffterer가 주장하는 처음의

범죄통제무와 나 에 범죄 발생 직 에 가서 발생하는 범죄방지의무는 동일한

의무를 시기 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작 의무를

시기 으로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은 각 의무와 부하의 범죄와의 인과 계,그

리고 각 의무에 한 주 요건에 하여 혼란을 다.

Triffterer에 의하면 로마규정은 결국 두 개의 부작 ,즉 한 통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 ,범죄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 가 존재하는데

발생한 범죄는 첫 번째 부작 와의 인과 계만으로 족하다는 것인가?

Triffterer와 Meloni는 인과 계의 문제는 2단계 의무 반(부작 )와 부하의

범죄와의 사이에 각각 독립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범죄방지

의무 반의 경우에는 두 번째의 부작 는 첫 번째 부작 에 따른 인과 계를

강화하는 효과(strengtheningeffect)를 가지며,범죄억제의무나 범죄보고의무

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부작 에 의한 인과 계만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362)그

러나,이러한 주장은 습국제법을 표하는 ICTY의 례가 인과 계를 요구

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부작 의 개념에 비추어 혼란

을 다.실질 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는 부작 를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앞 부분의 부작 에만 인과 계가 요구되고 뒷 부분의 부작 는 앞 부분의 부

작 에 의한 인과 계를 강화하는 부차 인 의미만 부여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인과 계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체 으로 하나의 부작 로

악하여 그 체의 부작 에 하여 발생된 범죄와 인과 계가 필요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Triffterer의 견해를 용하기 해서는 사실상 분리가 어려

운 부작 를 인 으로 분리시켜 인과 계를 검토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래한다.

한,Triffterer의 견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약 을 가지고

있다.군지휘 이 평소에 부하들에 한 통제의무와 범죄 방의무를 하게

362)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174;O.Triffterer,“Casuality,aSeparateElementoftheDoctrineofSuperior

ResponsibilityasExpressedinArticle28RomeStatute”,LeidenJournalofInternational

LawVol15,2002,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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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는데 이러한 상 자의 한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범죄

를 지르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하자.그런데 이 사례에서 지휘 이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그 로 방치하여 범죄가 결

국 발생한 경우에 Triffterer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휘 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이 지휘 은 평소에는 일반 통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

므로 첫 번째 의무의 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363)로마규정의 문언이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의도하 다고 볼 수 없다.364)

Werle의 견해도 보고의무 반은 통제의무 반과 분리된다고 보는 에서 부

당하다.Werle는 보고의무 반을 통제의무 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면

서도,로마규정의 ‘asaresult’라는 문언은 통제의무 반의 결과로 부하의 범

죄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데,보고의무 반의 결과로 부하가 범죄를 질

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보고의무와 련하여서는 통제의무와 보고의

무가 분리된다고 보고 있다.365)Werle도 인정하듯이 ‘asaresult’의 해석은

재 열려 있다.이 문구를 상 자의 통제의무 반의 결과로 부하의 범죄가 발

생하 다는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상 자

는 그의 통제의무 반의 결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는 표 으로 해석할 수 있

다(私見).

363)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175.

364)A.Kiss,“CommandResponsibilityunderArticle28oftheRomeStatute”,inTheLaw

and Practice of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Edited by Cartsten Stahn),Oxford

UniversityPress,2015,p.623은 통제를 행사하여야 할 일반 인 의무와 이와 별도로 범죄

방지,억제,보고를 하여 구체 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두

가지 의무의 독립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즉,이 두 가지 의무는 상호 련 이며 로마

규정 제28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무는 연속체(continuum)라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견해는 필자가 제시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들면서 필자와는 정반 의 결론에 이르

고 있다.즉 구체 인 억제의무와 련하여 일반 의무와 특정의 의무 사이의 구별은 매우

요하다고 한다.만약 상 자가 통제를 히 해야 할 일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 다

면,그가 나 에 그 사안을 억제하거나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형

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Kiss가 제시한 사안에서 필자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하는 견해로

는 Ibid.;G.Werle,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2nded.,T·M·C·AsserPress,

2009,para.530(p.196).

365)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Press,2014,paras.6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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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ffterer의 제안은 통제의무 반에 한 고의를 요구함으로써 지휘 책임

을 상 자의 고의를 심으로 구성하고,상 자의 통제의무 반과 부하의 범

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는 것이다.이에 의하면 지휘 책임이 책

임주의 반이라는 논란을 막을 수 있다.ICTY의 elebii기 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던 경우에도 지

휘 책임이 성립한다는 에서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일종의 과실책임이며

이것은 국제범죄의 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사이의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많은 비 을 받고

있다.그러나,이것은 지휘 책임을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

는 일종의 공범으로 보는 책임형식설에 하여 가능한 비 이다.지휘 책임

을 부하의 범죄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책임이 아니라 상 자의 통제의무 반

(부작 )그 자체에 하여 국제형법이 인정한 책임으로 보는 독립범죄설에

하여는 이러한 비 이 타당하지 않다(제5장 지휘 책임의 법 성질 참조).

IV.인과 계

ICTY의 elebii 결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상 자의 부작 와 부

하의 범죄의 발생 사이의 인과 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한편,일부 학

자들은 ICC로마규정 제28조의 ‘asaresult‘가 인과 계를 지휘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366),Werle는 로마규정의 ‘asaresult

‘가 인과 계 불요설을 택한 임시재 소들의 례를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367)

ICC Bemba사건의 심재 부는 인과 계를 요구하고 있다.Bemba사건

의 심재 부는 로마규정 제28조(a)는 Bemba의 군 가 지른 범행이

Bemba가 그들에 한 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인할 것을 요

366)W.A.Schabas,The 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UniversityPress,2010,p.461.

367)G.Werle,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2nded.,T·M·C·AsserPress,2009,

paras.532-533;Meloni는 로마규정의 모두 문구(chapeauelement)는 인과 계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문제는 통제의무 반과 범죄방지,억제,보고의무 반이라는 두 개의 의무

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와 부하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는 것인지 등 아직

도 불명확한 이 많다고 한다.C.Meloni,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Law,T·M·CAsserPress,2010,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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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고 하 다.368) 심재 부는 로마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표 인 ‘실효

통제(effectivecontrol)’와 ‘통제를 하게 행사(exercisecontrolproperly)’의

계를 강조한다.즉 상 자가 그의 부 에 실효 통제를 가졌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고 그가 히 통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실효 인

통제가 범죄를 방지,억제, 는 보고할 수 있는 실질 인 능력이라면,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로마규정 제28조(a)의 모두 문구(chapeau element)는 기본범죄

(underlyingcrimes)와 상 자의 ‘ 하게 통제를 행사하지 못한 실패’(failure

to exercise controlproperly)사이의 련성을 요구한다.‘결과로서’(as a

resultof)가 그러한 계를 반 하고 있다.따라서 심재 부에 의하면 제28

조(a)의 모두 문구(chapeauelement)는 상 자의 직무 배(derelictionofduty)

와 기본범죄(underlyingcrimes)사이의 인과 계(causality)를 요구한다.369)

한편, 심재 부는 이러한 인과 계의 요건을 미래의 범죄의 발생을 방지

할 의무와 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범죄의 억제의무와 사안을 할당국에 회

부할 의무는 범죄의 발생 이나 후에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의무의

불이행이 범죄의 발생을 소 으로 야기하 다는 것은 비논리 이기 때문이

다. 심재 부는 로마규정 제28조(a)가 인과 계에 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

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butfortest”를 용한다고 한다.이 기 에 의하면

상 자가 범죄를 방지하기 하여 합리 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의 의무

의 불이행이 없었더라면,그러한 범죄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

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부작 의 효과는 실증 으로 확실하게 결

정될 수 없다.지휘 이 그의 범죄 발생 방지 의무를 이행하 을 때 무슨 일

이 발생하 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상 자의 부작 와 그의 부하의 범행 사이에 직 인 인과 연결을 확립할

필요는 없다.지휘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지휘 의 부작 가 지휘 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기본범죄의 발생의 험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 필요할 뿐이다.즉 검사는 지휘 이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

368)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424)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420.

369)Ibid.,paras.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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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그의 부하들이 그러한 범죄를 지를 험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370)

이에 하여 1심재 부는 심재 부의 결정에 부분 동의한다.371)1심재

부의 Ozaki 사는 별개의견에서 심재 부가 상 자의 부작 가 이미 발생

한 범죄에 하여 인과 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한 것에 동의하면서도,상

자가 부하를 히 통제하여야 할 의무의 불이행은 범죄를 억제하거나 보

고할 의무와도 련이 있다고 지 한다.Ozaki 사는 부하를 히 통제하

여야 할 의무는 범죄가 발생하기 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72)

Ozaki 사는 인과 계에 하여 butfortest를 사용하는 1심재 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as a resultof”라는 요건은 더 나아가 책임주의

(principleofculpability)의 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견가능한 결과에 한

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373)

Steiner 사는 별개의견에서 자신은 심재 부의 결론에 찬성한다고 하면

서 Ozaki 사가 언 한 견가능성은 주 요건,특히 과실과 련되는 것

이라고 지 한다.374)한편, 험의 증가와 련하여 “ 험의 정도(degreeof

risk)”에 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험 발생의 개연성(aprobability)만으

로는 부족하고 상 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 더라면 부하들의 범죄가 방지되

었거나 그것이 범해진 방법으로 부하들에 의해 질러지지는 않았을 높은 개

연성(ahighprobability)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375)

370)Ibid.,paras.425-426.

371)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paras.211-213.

372)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SeparateOpinionofJudgeKunikoOzaki,para.17.

373)Ibid.,para.23.

374)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SeparateOpinionofJudgeSylviaSteiner,paras.22-23.

375)Ibid.,pa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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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휘 책임의 법 성질

제1 지휘 책임의 이 성

ICC로마규정이 1998년에 채택된 이후인 2003년경부터 ICTY에서 지휘 책

임의 법 성격에 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었다.따라서 지휘 책임의 법

성격에 한 립은 ICTY의 규정과 ICC로마규정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

다.이 논쟁의 근원 계기는 상 자가 범죄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지휘 책임이 실질 으로 공범과 부작 범의 간에 치하고 있다

는 이다.376)이러한 지휘 책임의 이 성은 공범이나 부작 범의 어느 한쪽

의 이론만으로 지휘 책임과 련된 모든 법 쟁 과 문제 을 완 히 해명

할 수 없게 만든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nature)에 하여는 크게 보아 부

하들이 지른 범죄에 부작 로 가담한 것이라는 책임형식(a mode of

liability,aliabilityforacrime)설과 부하들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직무 반을 처벌하는 독자 인 범죄라는 독립범죄(separateoffence,a

crimensuigeneris)설이 립하고 있다.377)

이 논의의 어려운 은 첫째,논의의 상이 상이 되는 지휘 책임의 내

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다.2차 직후의 례들과 ICTY의 례

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ICC로마규정의 지휘 책임과 ICTY의 elebii기

은 다르며,ICC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에 한 요건에 하여도 아직 확립된

견해가 없는 상태이다.즉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쟁은

고정된 상과 확립된 요건을 가진 책임에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인 동태 상에 하여 행해지고 있다.둘째, 와 같은 이유로 책임

376)G.Werle,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2005,para.

371.

377)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2014,paras. 583,585; C.Meloni,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Law,TMC AsserPress,2010,pp.191-192;M.L.Nybondas,

CommandResponsibilityAndIts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AsserPress,

2010,p.136;E.V.Sliedregt,“CommandResponsibilityattheICTY―ThreeGenerationof

Case-law andstillAmbiguityinInternationalLaw”,inTheLegacyoftheInternational

CriminalTribunalfortheFormerYugoslavia(EditedbyB.Swart/A.Zahar/G.Sluiter),

OxfordUniversityPress,2011,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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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설이나 독립범죄설의 선택과 지휘 책임의 각 쟁 (지휘 의 지 ,부하

의 범 ,부하의 범죄의 성격,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발생과의 인과

계 등)에 한 결론이 반드시 논리 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휘 책임이 오랜 시간에 걸쳐 례와 조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

실을 반 한다.378)셋째,국제형법의 체계와 책임형식(modesofliability)이 국

내 형법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자국의 형법 이론에 기 한 언어를 사

용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Ambos를 비롯하여 독법계의 학

자들은 지휘 책임을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 이론을 유추하여 설명하

고 있다.국제형법의 책임형식설이나 독립범죄설은 국내형법의 부진정부작

범이나 진정부작 범과 유사한 면이 있다.그러나,지휘 책임이 미법의

통을 배경으로 성립한 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형법의 책임형식설과 독립범

죄설의 내용이 독일 형법의 진정부작 범,부진정부작 범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한편, 미법계 학자들과 륙법계 학자들이 논쟁을 할 때 그들

이 비록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들은 자국의 형법 이론에

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로 분류한 이하에서의 논쟁은 각각의 견해

가 자신들이 지휘 책임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속성을 근거로 한 것

이라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 국제형법의 체계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제형법의 범죄론,공범론,책

임형식(modesofliability)에 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범죄론에 있어서

미법은 범죄(offense)와 항변(defense)의 2단계 범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법성이나 책임조각의 문제는 범죄(offense)의 역이 아니라 항변(defense)

378)실제 례들과 학설들은 책임형식설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독립범죄설 인 요소를 받아들

이고 있거나,독립범죄설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책임형식설 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K.

Ambos,“SuperiorResponsibility”,in The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

Court: A Commentary(Edited by 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

UniversityPress,2002,p.852fn.1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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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에 있다.379)국제형법은 이 에서 미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I.공범론

국제형법의 공범론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380)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

재 소, 연합국 통제 원회법 제10호는 미법의 단일정범체계(unitary

system)를 따랐다는 것에 다툼이 없다.381)한편,ICTY에 하여는 그 규정 제

7조(1)이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는 유형을 구분하고, 사가 피고인의 범죄

379)G.P.Fletcher,TheGrammarofCriminalLaw Volume one:Foundations,Oxford

UniversityPress,2007,pp.43-46.

380)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논리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개념 구별(doctrinaldifferentiation)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포함하여 범죄의 참여

자들을 구분하는 법 이론상의 기 을 가지고 있는가이다.둘째,책임 귀속의 구별

(differentiationintheattributionofresponsibility)은 유죄 결이나 그 유책성에 한 단

에서 범죄의 련자들을 구분한다.셋째,양형의 구별(differentiationintheconsequencesof

repsonsibility)은 형벌에 있어서 범죄의 참여자들에 한 구별이다. 랑스,오스트리아나

미법에서처럼 양형 단계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다면 법 책임 귀속의 단계에서 굳이 정

범과 공범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책임 귀속의 단

계에서 유책성의 원칙(principleofculpability)과 유책의 정도에 부합하는 유형의 분류(fair

labelling)를 반 하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필요하며, 양형에서 공범자의 유책성

(culpability)에 부합하는 평가가 반드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을 들어 비 하는 견해

가 있다.MilesJackson,Complicity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5,

p.22,25;국제형법에서 정범(principal)과 실행자(perpetrator)는 많은 경우에 혼용되고 있다.

실행자(perpetrator)는 범죄의 객 요건에 해당하는 행 를 하 다는 의미를 강조한다.정

범((principal)은 실행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범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책임자이거나 가장 요한 역할을 하 다는 규범 평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Accessory( 의의 공범)는 다른 사람이 지른 범죄에 하여 생 형사책임을 지는 모든

자를 말하며 교사범(instigator)이나 방조범(aiders-and-abettors)이 이에 속한다.

Accomplice( 의의 공범자)는 다수가 여한 범죄에 참가한 모든 자(anypartner),즉 공동

실행자( 는 공동정범,co-perpetrator)와 의의 공범(accessory)을 말한다.Complicity는

의로는 Accessory에 한 이론, 의로는 공동정범(Accomplice)를 포함하는 이론을 의미하

거나(공범론),학자에 따라서는 Accessory나 Accomplice라는 범죄자(공범)자체를 지칭하기

도 한다.complicity는 미법과 륙법 모두에서 공범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편,

미법에서는 accessoryliability 는 accompliceliability를 공범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이를 complicity와 혼용하기도 한다. accessory liability는 의의 공범이라는 의미,

accompliceliability는 의의 공범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accessory나

accomplice의 의미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J.Keiler,“Towards a European

ConceptofparticipationinCrime”,inSubstantiveCriminalLaw oftheEuropeanUnion

(Edited byA.Klip),Maklu,2011,p.184;G.P.Fletcher,Rethinking CriminalLaw,

OxfordUniversityPress,2000,pp.637,645;A.Cassese/G.Acquaviva/M.Fan/A.Whitng,

InternationalCriminalLaw:Cases& Commentary,OxfordUniversityPress,2011,pp.

323-324.

381)A.Cassese/G.Acquaviva/M.Fan/A.Whitng,Ibid.,p.324;김성규,국제형사법에 있어서

의 정범의 개념,외법논집 제38권 제2호,2014.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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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참여의 형식(amodeofparticipation)을 단하는 에 비추어 정범

공범 구별체계(differentiatedsystem)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382)ICTY

의 례는 각 유형별로 책임 발생의 요건을 확립해 갔으며 결의 이유에서

책임형식(modesofliability)에 한 단을 하고 있다.383)ICC규정은 더 나

아가 책임형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책임형식별

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로마규정 제25조(3),제28조 참조].384)

이에 하여 아직 국제형법상 단일정범체계의 도입에 한 가능성이 완 히

막힌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이 견해는 국제범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에 한 책임형식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한다.ICC의 입장은 습

국제법과는 별개의 체제이며,강 국들 에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들이 있는 ,로마규정에 가입하 다고 하여 국내 형법에 로마규정의 책임형

식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는 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385)ICTY

나 ICC규정은 범죄와 그에 한 형사책임을 지는 자들의 참여 형식 는 책

임형식에 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정범과 공범의 체계에 하여 주요국가들의 국내법이 일치하

382)이러한 설명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ICTY 규정은 책임형식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러한 책임형식이 갖는 의미는 별로 없다.실제로 국제형사재 기구의 결의 주문

에서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죄명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책임형식에 하여는 거의

언 하고 있지 않다.Stewart에 의하면 결문의 95퍼센트 이상이 주문에서 책임형식에

하여 언 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J.G.Stewart,“TheEndof'ModesofLiability'for

InternationalCrimes”,14LeidenJournalofInternationalLaw,2012,p.166.

383)ICTY의 검찰 실무는 공소장에 책임형식(modesofresponsibility)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ICTY 규정 7조에 규정된 계획,선동,명령,실행,방조,지휘 책임 에서 검사

가 어떤 형식을 택하여 기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 으로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ICTY,ICTYManualonDevelopedPractices,UNICRIPublisher,2009,

p.37.

384)김성규는 ICTY 규정 제7조(1)이 계획,명령,교사 방조를 범죄의 실행과 구별되는 상

이한 범죄 여형태로 악하고 있으며,ICTY가 확립한 JCE이론에 하여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이원 체계를 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한편,로마규정 제25조(3)이 정범과 공범

의 구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유죄인정의 단

계가 아니라 양형의 단계라는 에서 범죄 여형태에 해서 이원 체계를 취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한다.김성규,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정범의 개념,외법논집 제38권 제2호,2014.5.,

40-43면.

385)J.G.Stewart,“TheEndof'ModesofLiability'forInternationalCrimes”,14Leiden

JournalofInternationalLaw,2012,pp.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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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않은 상황에서 ICTY나 ICC의 규정이 일부 국가의 형법체계만을 국제형법

에 반 하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386)

재의 국제형법이 단일정범 체계인지 정범공범 구별체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명확한 것은 국제형사재 기구들의 실무는 그 근거가 되는 규정들에 의

해서 그것이 명시 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기소와 결에서

책임형식(amodeofliability)을 구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다.이러

한 측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나 책임형식의 구별에 따르는 필연 인 법 효과는

여 히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에서 단일정범체계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87)

개별 국가들은 각자의 통에 따라 다른 법체계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다

수인이 범죄에 련되는 상에 한 법 인 규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심지어는 정범공범 구별체계에서 인정되는 정범과 공범을 포함한

책임의 모든 형식(modesofliability)을 독립된 범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

다.388)개별 국가의 체 법체계와 문화,역사를 떠나서 단순히 공범론이라는

형법의 일부분만을 별도로 고립하여 정범공범을 구별하는 체계와 단일정범 체

계의 우월성을 논증할 수 없다.이러한 결론은 국제형법에 있어서의 지휘 책

임을 공범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근법(책임형식설)에 하여 회의를 가지게

한다.왜냐하면,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책임형식설(공범설)의 근 에

386)Keiler는 정범공범 구별체계는 역할분담이 증가하고 조직화,체제화가 높은 정도로 이루어

진 범죄에 당하지 못하다고 본다.이러한 특징을 가진 범죄에 하여는 모든 참가자를 정

범으로 취 하고 이들에 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사가 나

에 일정한 양형 기 에 근거하여 범죄의 참가자들에 하여 그들의 개별 인 상황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J. Keiler, “Towards a European Concept of

ParticipationinCrime”,SubstantiveCriminalLaw oftheEuropeanUnion(EditedbyA.

Klip),2011,p.192.

387)A.Cassese/P.Gaeta/L.Baig/M.Fan/C.Gosnell/A.Whiting,A.Cassese’sInternational

CriminalLaw,OxfordUniversityPress,20133rded.,p.162.

388) Prosecutor v.Akayesu,(Case No.ICTR-96-4-T) TrialChamber Judgement,2

September2000,paras.526-527;공범은 형법에 있어서 다수인이 범죄에 참여(participation)

하는 형태,불완 범죄(aninchoatecrime),독자 범죄(aseparatecrime)로 구성이 가능하

다.J.G.Stewart,“Complicity”,TheOxfordHandbookofCriminalLaw(EditedbyM.D.

Dubber/T.Hörnie),OxfordUniversityPress,20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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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범죄의 참여 형식은 정범과 공범으로 구분되며,부하가 지른 범죄

에 하여 상 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결국 지휘 책

임은 공범에 속한다는 소거식 근법에 있기 때문이다.

II.책임형식

ICTY 규정 제7조와 ICC로마규정 제25조는 국제범죄에 하여 개인이 형

사 책임을 지는 근거,방식,유형, 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형법에서

는 이를 책임형식(modesofliability)이라고 부른다.389)책임형식에 한 일반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국제형법에서 지,처벌의 상이 되는 개별 국

제범죄의 성립요건을 범죄의 정의(definition)라고 하며 이러한 범죄를 지르

거나,이러한 범죄에 참여 는 가담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방식을 책임형식이

라고 한다.390) 책임형식에는 범죄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 를 실행하는 것

389)ICTY 규정은 제7조(1)에서 실행을 포함하여 명령,선동,방조 등 범죄에 참여하는 일반

인 형식들을 규정하고 7조(3)에서 지휘 책임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로마규정은 제25조

(3)에서 ICTY 규정(1)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지휘 책임에 하여는 제28조에서 별

도로 규정하고 있다.

390)ICC 재 부는 책임형식(amodeofli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Prosecutorv.

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IIIJudgement,21

March2016,para171), 부분의 교과서도 amodeofliability 는 modesofli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이것을 “책임의 일반 원칙”(generalprinciplesofliability)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R.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Introductionto

InternationalCriminalLaw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Press,2014,p.

353).ICTY에서 출 된 실무 매뉴얼은 modesof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ICTY,ICTY Manualon Developed Practices,UNICRI Publisher,2009,p.37).

responsibility는 법 ,도덕 책임과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에 반하여 liability는 법

책임을 의미하는데 그 차이가 있으나 국제형법에서 responsibility는 형사책임을 말하기 때문

에 실질 으로 구별의 의미가 없다는 에 비추어 재의 국제형법은 modesofliability라는

개념을 확립된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modesofliability라는 개념은 재

례와 학설에 의해 범 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원은 명확히 밝 지지 않고 있다.

modesofliability에 하여 Stewart는 피고인의 법성과 책임 단이 있은 후에만 법

책임(liability)을 지는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liability를 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modesof

liability보다는 귀속형식(modesofattribution)이 더 좋은 용어라고 주장한다. 한 독일 형

법의 참가(Beteilgung)나 랑스 형법의 범죄 참가(Laparticipationcriminelle), 미 형법

의 범죄참가자(partiestocrime)라는 용어를 고려하면 참가형식(amodeofparticipation)이

라는 용어도 타당하다고 한다.J.G.Stewart,“TheEnd of'ModesofLiability'for

InternationalCrimes”,14LeidenJournalofInternationalLaw,2012,p.166;;한편,modes

ofliability(amodeofliability)의 번역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김성규,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정범의 개념,외법논집 제38권 제2호,2014.5.,40-42면은 modesofliability에

한 번역이라고 명시 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실행,계획,명령,교사,방조를 “범죄 여형

태”라고 부르고 있다.박미경,국제형사법상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에 한 연구,한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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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etration)391)을 포함하여,명령(ordering),방조(aidingandabetting),지휘

박사학 논문,2014,54,88,137면은 formsofliability/modesofliability를 “책임유형”이라

고 부르면서 실행,공동범죄집단(JCE),계획,방조,명령을 지칭하기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modesofliability를 “귀책형태”,“ 여형식”,“책임형태”,“책임형식”등으로 번

역하고 있다.オステン フィリップ,"正犯概念再 :ルバンガ事件判決と国際刑法における共

同正犯論の展開を素材に",法学研究 第87卷 第5号,2014.5.,3면은 modesofliability를 “귀

책형태”(帰責形態)로,modesofparticipation은 여형식(関与形式)으로 번역하고 있다.横濱

和弥 "国際刑法における「上官責任」とその国内法化の態様に関する一 察 :ドイツ「国際刑

法典」を素材として "法学政治学論究 第97号,2013.6.,306면은 “ 여형식”(関与形式)으로

번역하 다.한편,朴美慶,"韓国におけるICCの犯行支配理論の意義",政策創造研究 第9号,

2015.3.,207면은 modesofcriminalliability를 형사“책임형태”(刑事責任の形態)로 번역하고

있다.한편,竹村仁美,“国際刑事法におけるJCE(JointCriminalEnterprise)の概念(2・完)”｢一

橋法学｣,第6巻 第3号,2007,11.968면은 modesofcriminalliability를 형사“책임형식”(刑事

責任の形式)이라고 번역하여 필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한편 국에서는 modesof

liability를 책임모식(责任模式)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에서 최근 출간된 국제형법

(国际刑法) 교과서(朱文奇, 现代国际刑法, 商务印书馆, 2015), ICRC 국어 홈페이지

(http://www.icrc.org/zh/document/china-moot-court-tips-xiao-yu 2016.6.30.최종 속),

국제연합 안 보장이사회 결의(S/2010/159para.208)의 국어 본에서 이러한 용례가 발견

되며 다른 번역은 발견하지 못하 다. 국어의 모식(模式)은 형식(形式)과 동의어로 사용되

기도 하며,(표 )양식,패턴을 말한다.생각건 ,정범단일체계에 가까운 미법에서는 정

범,공범의 구별에 큰 의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liability)을 진다는 법 효과를 강

조하여 modesofli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정범과 공범의 구별 체계에 익숙한 륙법

에서는 이러한 책임(liability)이 귀속이 정범이나 공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주안 을 두

어 가담,참여, 여(Beteilgung 는 participation)와 같은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추측된다.modesofliability를 가담, 여와 같은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modesof

liability가 단독범에 의한 범죄의 실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즉,modesof

liability가 다수인이 범죄에 여된 경우만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타당

하지 않다.mode자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형태,형식,유형,방식의 어떤 표

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따라서 책임형식,책임형태,귀책형태의 의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장래에 한 일 3국이 공동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면 책임형식이

무난해 보인다.

391)Black’sLaw Dictionary에 의하면 perpetration은 범죄를 범하는(committingacrime)행

로,commission은 범죄행 를 하거나 실행하는 것(doingorperpetrationofacriminal

act)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범행(commission)과 실행(perpetration)은 동의어이다.

Black’sLawDictionary5thed.,WestPublishingCo,1979,p.246,1027;ICTY나 ICC규정

자체는 perpetrate(실행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commit(범하다)를 사용하고

있다.ICTY와 ICC규정에서 commit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즉,다른 책임 형식

의 유형과 병렬 인 의미인 perpetrate(범죄 성립요건의 실행,즉 정범의 행 라는 의로

사용,ICTY 규정 7조(1),ICC규정 25(3)(a)조)와 어떤 책임 형식인지와 상 없이 국제범죄

를 범하 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즉 정범,방조,명령,선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로

사용,ICTY 규정 1조,ICC 규정 25(2)조)이다.반면에 범죄의 주체라는 의미로서의

commissioner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perpetrator가 주로 사용된다.ICTY 규정

제7조(3)은 지휘 책임에 있어서 범죄를 지른 부하를 perpetrator로 지칭하기 때문에 부하

의 범죄의 내용에 따라 perpetrator는 정범이 될 수도 있고 기타의 다른 책임형식일 수도 있

다.ICC규정은 perpetrator를 문 5번째 단락과 53(2)(c)조에서 모든 책임형식을 포함하는

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범하다(commit)’라는 표 은 구성요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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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등이 있다.392)따라서 국제형법에서 책임형식은 범죄에 참여하는 모든

방식을 말한다.393)실행(perpetration)은 1차 책임형식으로 이에 하여 명령,

방조,지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2차 책임형식인 명령에 하여는 다

시 다른 2차 책임형식이 성립될 수 없다. 를 들어 ICTY에서 발 시킨 공

동범죄집단(JointCriminalEnterprise)은 1차 책임형식이기 때문에 이에

하여 2차 책임형식인 방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이와 달리 2차 책임형식

인 방조에 하여는 다시 2차 책임형식인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394)임시

재 소들의 실무는 이러한 견해를 반 하고 있다.피고인의 유죄를 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존재가 먼 증명되어야 하고 그 뒤에 그 범죄에 하여 피고

인이 련되는 방식(책임형식)을 증명하여야 한다.이것을 범죄/책임 모델

(crime/responsibility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정

범의 경우에는 범죄와 책임형식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정범이 아닌 자에 하

여는 그가 어떻게,그리고 왜 정범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는지를 밝 야

한다.395)

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modesofliability는 국제범죄로 정의된 범죄와

련되어 처벌을 받는 모든 자들에 한 형사책임을 포함하는 표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의의 책임형식).한편,범죄를 실행한 정범에 하여는 modesof

liability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에서 modesofliability는 정범이 아

의 실행이라는 의미로 정범의 범죄를 설명하는 서술어로,‘실행하다(perpetrator)’라는 표

은 죄에 여하여 유죄의 단을 받게 될 일체 행 의 수행을 의미하고 정범 뿐만 아니라

공범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범죄를 설명하는 서술어로 사용된다.이승호,공범규정의 개

정에 한 토론,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법무부,2010,63-64면.

392)A.Cassese/P.Gaeta/L.Baig/M.Fan/C.Gosnell/A.Whiting,Cassese’sInternational

CriminalLaw 3rded,OxfordUniversityPress,2013,p.162.

393)J.G.Stewart,“TheEndof'ModesofLiability'forInternationalCrimes”,14Leiden

JournalofInternationalLaw,2012,p.166.

394)R.Cryer/H.Friman/D.Robinson/E.Wilmshurst,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LawandProcedure3rded.,CambridgeUniversityPress,2014,p.360;그러나,

공동범죄집단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므로 공동범죄집단에 한 방조(aidingandabettinga

JCE)라는 표 은 부 하고,방조범이 정범을 방조하 다(aiderand abettoraids the

principalperpetrator in committing the crime)라고 표 하여야 한다.A.Cassese/P.

Gaeta/L.Baig/M.Fan/C.Gosnell/A.Whiting,Cassese’s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UniversityPress,2013,p.163.

395)A.Zahar/G.Sluiter,InternationalCriminalLaw,OxfordUniversity Press,2008,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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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책임형식,즉 2차 책임형식을 말한다( 의의 책임형식).따라서 의의

책임형식은 1차 책임형식과 2차 책임형식을 합한 개념이며, 의의 책임

형식은 2차 책임형식만을 말한다.이러한 구분은 modesofliability에 한

일반 인 설명과 례의 modesofliability개념의 논리 귀결임에도 불구하

고 필자처럼 책임형식을 의와 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견해는 발견하지

못하 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 의의 책임형식과 의의 책임

형식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휘 책임을 책임형식의 일종이라고 보는 책

임형식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에 비추어 이러한 구분은 실익이 있다

고 생각된다.396)

제3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견해의 립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 이를 부하에 한 통제의무불이행이라는

상 자의 부작 를 독자 범죄로 구성한 것으로 보는 근법(독립범죄설)과

부하의 범행에 상 자가 부작 로 참가(참여)한 것으로 보는 근법(책임형식

설)이 있으며 이 외에 다양한 충설들이 주장되고 있다.397)국내의 지휘 책

임 이행입법에서는 부하의 범죄에 한 참가 는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책임형식으로 보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 인 범죄로 보는 근법

396)지휘 책임에 한 책임형식설은 의의 책임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지휘 책임이 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이하에서는 책임형식을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학설의

립과 련하여 사용할 때는 책임형식을 의로 사용하지만,일반 인 의미로는 1차 책

임형식과 2차 책임형식을 포함하는 의의 책임형식의 의미로 사용한다.한편,국내법상의

부진정부작 범은 학설에 따라 정범 는 공범이 되기 때문에 국제형법의 책임형식이라는

에서 보면 1차 책임형식(정범)일 수도 있고 2차 책임형식(방조범)일 수도 있다.

397)Werle는 특수한 책임형식의 일종이라는 설(aspecialmodeofliability),독자 인 보충

책임형식이라는 설(asubsidiarymodeofliabilitysuigeneris),특정한 부작 범이라는 설(a

specificcrimeofomission),범죄방지의무의 부작 인 경우와 범죄처벌과 보고의무의 부작

인 경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는 설이 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Werle가

사용하는 특수한(special),독자 (suigeneris)이라는 용어는 지휘 책임이 다른 책임 형식과

다른 특수한 면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 어떤 견해도 이 에

하여는 다툼이 없다.따라서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쟁에 있어서 이러한 지 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Werle가 주장하는 보충 (subsidiary)책임에서 ‘보충 ’이라는 표 도

결국은 그것이 책임형식( 는 참가형식)의 일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G.

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3rded.,OxfordUniversity

Press,2014,paras.58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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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설)이 주로 나타난다(우리나라,독일,네덜란드).분리설은 상 자가 어떤

의무를 반하 지는에 따라 부하에 한 범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형식이지만,범죄가 이미 완성되어 부하의 범죄에 참여하 다고

볼 수 없는 처벌의무 반의 경우는 독자 인 범죄로 보는 근법(의무별 분리

설)과 상 자에게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형식으로,

부하의 범죄를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독자 범죄로 보는 근법(인

식·과실 분리설)으로 나 어질 수 있다.398)각국은 국제형법이 성립하기 오래

에 이미 국내 형법 체계를 확립하 다.지휘 책임이 국내 형법 체계와 충

돌하는 경우에 각국은 자국의 형법 이론에 따라 지휘 책임을 이해하고 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국제형법에서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399)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따라 상 자가 부하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

지고 있어야 하는 시기,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와의 인과 계의 요부

등과 같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400)그러나,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의가 있기 에 지휘 책임이 범 하게 확산되는 바람

에 실의 례에서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결론과 이러한 쟁 들에

한 단이 논리 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I.책임형식설

책임형식설(amodeofliability)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지는 형

사책임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가담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본다.401)

398)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aras. 583-285; C. Meloni, 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2010,pp.194-195; E.V.Sliedregt,

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inInternationalLaw,OxfordUniverstityPress,2012,

pp.205.

399)C.Meloni,Ibid.,p.194.

400)ICTY의 Ori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2년의 구 형이라는 극히 경미한 형을 선고한

것은 1심 결이 지휘 책임을 책임형식으로 보지 않고 상 자의 의무 반으로 본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이것은 지휘 책임을 책임형식으로 보느냐,독립범죄로 보느냐

에 따라 양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을 보여 다는 견해가 있다.Ibid.,p.194면 참

조.

401) 지휘 책임은 참여의 형식(mode of participation)이지 독립된 범죄가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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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국제형사재 기구들이 지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상 자에

하여 부하의 범죄와 같은 죄명으로 유죄 결을 하여 왔다는 을 근거로 한

다.402)지휘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상 자와 부하들이 지른 범죄와의 련

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와의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는 경향을 갖는다.이 견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즉 1차 책임형식과

2차 책임형식의 구별을 제로 하고 있다.책임형식에 한 일반 인 논의

에서 본 것처럼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정범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명령,선동,교사,방조(aidingandabetting,A&A)등과 같은 2차 책임형식

(공범)의 일종이 된다.이러한 면에서 이 견해는 상 자의 부작 에 의한 공범

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다.403)404)

Triffterer,““CommandResponsibility”-crimensuigenerisorparticipationas“otherwise

provided”inArticle28RomeStatute?”,inMenshenregerichtesStrafrecht- Festschrift

fürAlbinEserzum 70.Geburtstag(EditedbyJ.Arnold),Beck,2005,pp.903,907,921;

Werle는 로마규정 제28조가 ‘로마규정의 다른 형사책임의 근거에 추가하여(inadditionto

othergrounds)’라는 모두 문구(chapeauelement)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충 인 책임형식이

라고 부른다.G.Werle/F.Jessberger,PrinciplesofInternationalCriminalLaw 3rded.,

Oxford University Press,2014,para.585;B.J.Moloto,“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Tribunals”,BerkeleyJournalofInternationalLawPublicistvol.3,

2009,p.13,21;Robinson은 지휘 책임은 공범책임(amodeofaccessoryliability)이라고 주

장한다.D.Robinson,“How CommandResponsibilityGotSoComplicated:A Culpability

Contribution,itsObfuscation,andaSimpleSolution”,MelbourneJournalofInternational

LawVol13,2012,p.8.

402)우리나라처럼 살인교사,살인방조와 같은 죄명은 없으며 모든 책임형식은 발생한 국제범죄

에 하여 유무죄 결을 받는다.따라서 정범인지 방조인지,지휘 책임인지는 죄명에는 표

시되지 않는다.ICTY는 결의 이유에서만 책임형식에 하여 단하고 주문에서는 죄명과

유무죄만을 설시하 는데,최근의 ICC의 Bemba사건은 결의 주문에서도 죄명과 함께 지

휘 책임이 성립하 다는 을 표시하여 주고 있다.Prosecutorv.Delali etal.,(CaseNo.

IT-96-21)TrialChamberJudgement,16 November1998.para.1285;Prosecutorv.

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IIIJudgement,21

March2016,para.752.

403)Ambos는 책임형식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휘 책임을 공범으로 보는 견해(thosewho

consider superior responsibility a form ofcomplicity)라고 부르고 있다.K.Ambos,

“SuperiorResponsibility”,inThe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Editedby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UniversityPress,

2002,p.852.

404)국내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지할 의무를 지는 보증인의 형사책임에 한 부진정부

작 범의 법 성질에 하여 정범으로 보는 견해(독일과 우리나라의 소수설)에 의하면 지

휘 책임은 정범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그러나,이러한 부진정부작 범으로서의 정범은 국

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의에서는 독립범죄설과 책임형식설의 성격을 모

두 갖는다.즉,부진정부작 범으로서의 정범은 상 자가 정범이라는 에서는 독립범죄설과

비슷하지만,부하의 범죄는 부차 인 상이 아니고,불법의 핵심이며 이에 한 인과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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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책임형식설은 부작 에 의한 방조(aidingandabetting)와 지휘 책

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가지게 된다.405)책임형

식설의 다른 약 은 상 자가 부하의 고의 범죄에 하여 인식하지 못하

지만 상 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과406)부

하의 범죄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을 공범 이론으

로 일 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다.407)

II.독립범죄설

지휘 책임은 부하에 한 통제의무를 반한 상 자의 부작 를 처벌한

다.408) 지휘 책임의 핵심은 상 자가 부하를 히 통제할 직무의 반

필요하다는 에서 책임형식설에 가깝다.부진정부작 범으로서의 정범은 부하의 범죄와 동

일한 범죄에 하여 정범이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부진정부작 범의 정범은 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죄에 종속한다고 볼 수 있다.독립범죄설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에서 부진정부작 범으로서의 정범은 독립범죄설

과 다르다.부진정부작 범을 정범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이 정범은 범죄를 실행한 자와 같

은 범죄에 한 동시범이 될 뿐이다.국제형법과 국내 형법은 다른 책임 체계를 발 시켰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법 성질을 논하기 어렵다.따라서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은 국제

국제형법과 국내 이행입법에서 별도로 논할 수밖에 없다;Olásolo는 부진정부작 범을 정

범으로 보는데 로마규정 제28조 모두 문구(chapeauelement)의 ‘asaresult’는 부진정부작

범에 가까운 표 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Olásolo는 범죄방지의무를 반한 유형

의 지휘 책임은 정범이 아니고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상 자의 주 요건이 하

자의 범죄의 주 요건과 일치하지 않아도 지휘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H.

Olásolo,The CriminalResponsibility ofSenior Politicaland Military Leaders as

PrincipalstoInternationalCrimes,HartPublishing,2010,p.108.

405)K.Ambos,“Superior Responsibility”,in The Rome Statute ofthe International

CriminalCourt:ACommentary(Editedby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

UniversityPress,2002,p.852.

406)책임형식설의 문제 은 부하의 고의 범죄에 하여 과실로 참여한 상 자를 처벌하기 어

렵다는 것에 있다.Ibid.,pp.852-853;같은 상황에 하여 Meloni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

에 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부하의 범죄를 지른 것처럼 상 자를 처벌하는 것이 독립범

죄설의 문제 이라고 지 한다.C.Meloni,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Law,T·M·CAsserPress,2010,p.194.

407)필자는 책임형식설(amodeofliability)이라는 명칭보다는 공범설(complicity)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책임형식설이 국제형법에서 정범공범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제로 하여,a

modeofliability를 공범(modesofliability 에서 정범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제형법이 정범공범구별체계인지 단일정범체계인지, 는 어떤 체계를 취해

야 하는지에 하여는 장래에 많은 논쟁과 고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결론을 제

로 해야만 하는 명칭을 창조하는 것에 하여 반 한다.modesofliability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형법에서 최근 새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의미는 아직 불명확하다.따라서

재 상태에서는 범죄의 실행,교사,명령,선동,방조(A&A),지휘 책임에 하여 모두

modesofliability로 부르는 것이 modesofliability라는 용어의 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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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lictionofduty)이며 부하의 범죄는 상 자 처벌의 제조건으로 부차

인 의미를 갖는다.독립범죄설은 지휘 책임의 다양한 유형 체를 상 자의

통제의무 반이라는 통일 개념에 기 하여 구성한다.상 자의 통제의무는

부하의 범죄의 방지,억제,처벌 의무로 구성된다.자신이 직 처벌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한 권한을 가진 기 에 이를 알려서 처벌하게 하여

야 하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상 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필요

한 합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된다.409)

지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례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를 유죄

로 결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독립범죄설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

를 정범처럼 처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 이 있다.410)ICTY와 ICC의

례는 재 책임형식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범죄설의 문제 이 아니라 책

임형식설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11)

408)K.Ambos,“Superior Responsibility”,in The Rome Statute ofthe International

CriminalCourt:ACommentary(Editedby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

UniversityPress,2002,p.850;G.Mettraux,TheLawofcommandResponsibility,Oxford

UniversityPress,2009,pp.38,81;Werle는 Mettraux가 책임형식설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독립범죄설에 가깝다.G.Werle/F.Jessberger,Principles of

InternationalCriminalLaw 3rded.,OxfordUniversityPress,2014,p.223footnote332;

S.Trechsel,“Command Responsibility as a Separate Offense”,Berkeley Journalof

InternationalLawPublicistvol.3,2009,pp.34-35.

409) 로마규정 제28조는 독립범죄(Separate crime of omission)이며 진정부작 범(echtes

Unterlassungsdelikt)이다.상 자는 부하에 한 한 감독과 통제를 부작 한 것에 하

여 처벌을 받으며 어도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직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부

하의 범죄는 부하에게 직 귀속되며 상 자는 부하의 범죄를 막지 못한 것에 하여 책임

을 진다.K.Ambos,“SuperiorResponsibility”,inTheRomeStatuteoftheInternational

CriminalCourt:ACommentary(Editedby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

UniversityPress,2002,OxfordUniversityPress,2002,pp.850-851;부작 와 작 와의 상

응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이 구별된다.K.Ambos,

InternationalesStrafrecht,4.Aufl.,C.H.Beck,2014,S.203;진정부작 범은 범죄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부진정부작 범은 총칙의 부작 에 한 정의와 범죄의 결과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부진정부작 범은 결과범이며 부작 범이 아니라 작 범으로 처벌된다.K.

Ambos,Treatise on InternationalCriminalLaw Volume 1:Foundation and General

Part,OxfordUniversityPress,2013,pp.186-188.

410)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194.

411)ICC이 의 임시재 소들(temporarytribunals)은 미법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정범과 공범을 구분에 큰 심이 없었고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범의 죄

명으로 유죄 결을 하 다.따라서,이러한 실무의 통은 독립범죄설과는 무 하며 오히려

책임형식설에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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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범죄설의 약 은 지휘 책임에 있어서 부하의 범죄의 법 성격이다.

독립범죄설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에서 부하의 범죄의 법 성격과 상 자

와 부하의 범죄와의 인과 계에 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ICRC의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한 ICRC의 주석서,ICTY의 elebii 결

등 습국제법의 주류는 부하의 범죄를 지휘 책임의 제조건이라고 하면서

도 이것을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Ambos는

ICC로마규정 제28조가 독립범죄라고 주장하면서 부하의 범죄는 범죄의 요건

도 아니지만 순수한 객 처벌조건도 아니라고 한다.Ambos는 ICC로마규

정 제28조에서 부하의 범죄는 상 자의 감독의무의 불이행을 나타내는 참조

(pointofreference)이기 때문에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412)

III. 충설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약 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충설들의 등장을

가져왔다.Meloni는 지휘 책임은 독립된 부작 범도 아니고 부하의 범죄에

한 참여도 아니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임형식이

라고 한다.이 견해는 ICC 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 책임은 객 ,주

요건이 각각 상이한 다양한 책임들로 구성된다고 한다.413)

Sliedregt는 지휘 책임을 평행 책임(parallelliability)라고 칭한다.공범이

론과 책임형식설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지

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알

지 못했던 경우와 부하의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는 독립범죄로 설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 책임은 독립범죄의 성격과 범죄에 한 참여(criminal

participation)양쪽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하면서 지휘 의 책임과 부하의

책임은 평행하게 존재한다고 한다.여기서 ‘평행 (parallel)’이라는 말은 “책임

412)K.Ambos,“Superior Responsibility”,in The Rome Statute ofthe International

CriminalCourt:ACommentary(Editedby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

UniversityPress,2002,p.850-851.

413)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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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 경우에는 부하의 범죄의 생으로서의 지휘 책임이 부하의 범죄와

동시에 존재한다는 취지이고,“독립범죄”인 경우에는 지휘 책임이 부하의 범

죄는 별개로 범죄로서 성립하지만,지휘 책임에 한 양형 단계에서 부하의

범죄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414)

한편 Olásolo에 의하면 ICTY의 례에서는 상 자의 부작 와 하 자의 범

죄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 자의 형사책임은 부하의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 의무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고,부하

의 범죄는 상 자의 처벌을 한 제조건에 불과하 다(독립범죄설).그런데

ICC의 로마규정은 방지의무 반에 하여는 인과 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

자는 부하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책임형식설),처벌의무 반

에 하여는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부작 범이라고 한다(독립

범죄설).415)Olásolo의 견해는 인과 계를 기 으로 책임형식인 경우와 독립범

죄인 경우를 나 고 있는 것이다.416)

IV.ICTY

1.부하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진다?

ICTY에서는 지휘 책임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경우에 부하가 지른

414)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tityPress,2012,pp.206-208;E.V.Sliedregt,“CommandResponsibilityatthe

ICTY―ThreeGenerationofCase-law andstillAmbiguityinInternaionalLaw”,inThe

LegacyoftheInternationalCriminalTribunalfortheFormerYugoslavia(EditedbyBert

Swart/AlexanderZahar/GöranSluiter),OxfordUniversityPress,2011,pp.396-398;한편,

Sliedregt는 다른 책에서는 상 자의 책임은 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한 형사책임이

며 부하의 범죄는 지휘 책임을 지게 하는 계기에 불과하다([Superior]responsibility is

merely‘triggered’bysubordinates’crimes.)고 주장하여 독립범죄설을 명확히 선택하기도

하 다(강조는 원 자).E.V.Sliedregt,TheCriminalresponsibilityofIndividualsfor

ViolationsofInternationalHumanitarianLaw,T.M.CAsserPress,2003,p.219.

415)H.Olásolo,TheCriminalResponsibilityofSeniorPoliticalandMilitaryLeadersas

PrincipalstoInternationalCrimes,HartPublishing,2010,pp.107-108.

416)뒤에서 보듯이 네덜란드의 이행입법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는 책임형식설로,과실이 있는 경우는 독립범죄설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독일과 우리나라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고의가 있거나 인식이 있는 경우는 책임형식설로,과실인

경우와 부하의 범죄에 한 처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독립범죄설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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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죄명으로 하여 기소하고 있으며 결의 주문에서도 피고인이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유죄가 된다고 시하고 있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2),ICTY규정 제7조(3)이 지휘 책임의 구체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상 자가 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달리 ICC로마규정 제28조

는 상 자가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417)

일반 으로 지휘 책임을 설명하는 경우에 상 자는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진다(responsibleforthecrimescommittedbysubordinates)는

표 이 사용되어 왔다.이에 하여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이 없

는 경우에도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유죄 결을 받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 은 별론으로 하고,실무의 행과 ICC로마규정의 문언 자체는

독립범죄설보다는 책임형식설에 가깝다.418)그런데 Halilovi(할릴로비취)사건

의 1심재 부는 지휘 책임은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지는 책임이 아니

며,부하의 범죄 때문에 지휘 이 그 자신의 부작 에 하여 지는 책임이라

고 시하 다. 즉 “responsible for”(∼에 한 책임)는 실질 으로

“responsibleinrespectof” 는 “responsiblewithregardto”(∼에 련된 책

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419)

417)로마규정 제28조는 군지휘 에 하여는 그 병력이 지른 범죄에 하여(“responsiblefor

crimes···committedby forcesunderhisorhereffectivecommandand control,or

effectiveauthorityandcontrol”),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는 그의 부하가 지

른 범죄에 하여(“responsibleforcrimes···committedbysubordinatesunderhisorher

effectiveauthorityandcontrol”)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18)상 자에 하여 성립하는 별도의 독립된 범죄는 로마규정의 제28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상 자의 범죄는 부하가 지른 범죄와의 련 속에서,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

게는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유죄 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9) Prosecutor v.Halilovi,(Case No.IT-01-48-T) TrialChamber Judgement,16

November2005,para.54;부하가 지른 범죄를 상 자가 그 스스로 지른 것처럼 여길

수는 없으며 그는 단지 부하가 지른 범죄와 련된(withregardto)그의 의무의 반에

하여 단지 처벌받는 것뿐이다.Prosecutorv.Ori,(CaseNo.IT-03-68)TrialChamber

Judgement,30June2006,para.293;부하가 지른 범죄와 련된(inrespectof)지휘 책

임이 발생할 수 있다.Prosecutorv.Hadžihasanovi & Alagic& Kubura,(CaseNo.

IT-01-47-AR72) Appeals Chamber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 Challenging

JurisdictioninRelationtoCommandResponsibility,16July2003,para.18;상 자인 피고

인은 그의 부하의 범죄에 하여 기소된 것이 아니라 통제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하여 기소된 것이다.Prosecutorv.Krnojelac,(CaseNo.

IT-97-25-A)AppealsChamberJudgement,17September2003,para.171;E.V.Sliedregt,

“Command Responsibility at the ICTY―Three Generation of Case-law and still

AmbiguityinInternationalLaw”,inTheLegacyoftheInternationalCriminalTribunal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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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휘 책임의 법 성격과 후임 지휘 의 책임

(1)Hadžihasanovi(하지하사노비취)사건

ICTY의 Hadžihasanovi(하지하사노비취)사건을 통하여 독립범죄설과 책임

형식설의 립이 구체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420)Hadžihasanovi와 함께

재 을 받는 공동피고인 AmirKubura(아미르 쿠부라)는 1992년 1월에 쟁범

죄를 지른 자들에 하여 그 뒤의 날짜인 1992년 4월 1일에 지휘 이 되었

으나 쟁범죄를 지른 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421)피고인은 범죄를 지른

자들에 하여 상 자가 된 것이 그 범죄 발생 이후인 경우에도 지휘 책임이

발생한다는 1심재 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간항소를 제기하 다.422) 간항

소에 하여 항소심 재 부가 1심재 부의 결정을 기하는 항소심 다수의견

과 이를 지지하는 반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이 등장하 다.423)

theFormerYugoslavia(EditedbyBertSwart/A.Zahar/G.Sluiter),OxfordUniversity

Press,2011,p.388.

420)Hadžihasanovi사건에서는 발생한 쟁범죄에 하여 피고인 Kubura에게 용된 책임형

식은 ICTY 7조 3항뿐이었다.Halilovi 사건에서도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의가

있었지만 Halilovi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에 한 부작 와 참여가 모두 문제되고 근거

가 되는 용법조로서 7조 제1항과 7조 3항이 원용되었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되었다.따라

서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본격 인 논쟁과 분석은

Hadžihasanovi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Prosecutorv.Hadžihasanovi & Kubura,(Case

No.IT-01-47)TrialChamberJudgement,15March2006,para.68.

421)Prosecutorv.Hadžihasanovi & Alagic& Kubura,(CaseNo.IT-01-47-AR72)Appeals

Chamber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 Responsibility, 16 July 2003, paras. 38-39; C. Greenwood, “Command

Responsibility and the Hadžihasanovi Decision”,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

Justice 2,2004,p. 600; E.V. Sliedregt,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UniverstityPress,2012,p.187.

422)Prosecutorv.EnverHadžihasanovi & MehmedAlagi & AmirKubura,(CaseNo.

IT-01-47-T)AppealChamberDecision,16July2003,DecisiononInterlocutoryAppeal

ChallengingJurisdictioninRelationtoCommandResponsibility,para.5.

423) 항소심 재 부는 Judge Theodor Meron,Judge Fausto Pocar,Judge Mohamed

Shahabuddeen,Judge David Hunt,Judge MehmetGüney의 5명이 참여하여 Theodor

Meron,Judge,FaustoPocar,JudgeMehmetGüney등 3명이 다수의견에 가담하고,Judge

MohamedShahabuddeen,JudgeDavidHunt등 2명이 반 의견을 썼다; 간항소에 한

항소심의 다수의견이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주된 쟁 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다.다수의

견 자체는 자신들의 입장이 지휘 책임에 하여 책임형식이나 공범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반 의견을 제시한 Shahabuddeen 사와 Hunt 사의 견해도 자신들의 견

해가 독립범죄설이라고 명시 으로 주장한 것도 아니다.다만,논리 개에 비추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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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심 다수의견 -책임형식설

항소심의 다수의견은 부하들이 범죄를 지른 후에 발생하는 지휘 의 처벌

의무는 지휘 의 범죄 방지 의무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부하들의

쟁범죄에 한 처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휘 은 그 부하들이 쟁범죄를

지를 당시에 그 부하들과 지휘 계가 존재하여야만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

는 것이다.항소심의 다수의견은 습국제법을 근거로 하 다.424)다수의견은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2)의 문언,1996년 ILC의 인류의 평화와 안 에

한 형법 안 제6조,ICC로마규정 제28조(a)의 규정이 상 자가 그의 부

가 범죄를 지르는 이거나 는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were

committingorabouttocommit”)을 알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되어 있는 에

주목하 다.이들 규정의 문언이 “부하들이 범죄를 이미 지른 경우”를 포함

하고 있지 않은 에 비추어 상 자가 부하들에 하여 지휘권을 갖기 에

그 부하들이 지른 범죄에 하여는 지휘 책임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425)

견의 결론은 책임형식설과,Shahabuddeen 사와 Hunt 사의 반 의견은 독립범죄설과

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ubura의 공소사실은 범죄 방의무의 불이행이 아니라,범죄처

벌의무의 불이행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책임형식설을 주장하기 어려운 역

이었다.상 자가 된 자가 이미 발생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 으로 불

가능하다.따라서 Hadžihasanovi 사건은 독립범죄설의 입장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책임형식설이 독립범죄설을 공격하기에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다.이런 에

서 Hadžihasanovi 사건 간상소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은 책임형식설을 근거로 하여

개된 것이 아니고 독립범죄설과 반 되는 결론을 택하 다는 에서 책임형식설의 측면이

발견될 뿐이다.그러나,책임형식설은 상 자와 부하의 련 범죄 사이의 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하가 범죄를 지르는 시 에서 상 자와 부하의 계,즉 지휘 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택하는 것이 논리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에서 필자는

Hadžihasanovi 사건 간상소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을 책임형식설,그리고 이와 반 편

에 선 Shahabuddeen 사와 Hunt 사의 견해를 독립범죄설이라고 평가한다.

424) 쟁범죄를 지른 자들의 지휘 이 되기 에 그 자들이 지른 범죄에 하여 지휘 이

지휘 책임을 진 행이나 이에 한 법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Prosecutorv.Enver

Hadžihasanovi & Mehmed Alagi & AmirKubura,(CaseNo.IT-01-47-T)Appeal

Chamber,16 July 2003,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toCommandResponsibility,paras.44-45;항소심이 부하가 쟁범죄를 지른 뒤

에 지휘 이 이것을 알게 되어나 이것을 알 말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지휘 책임이 발생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Prosecutorv.EnverHadžihasanovi & MehmedAlagi

& AmirKubura,(CaseNo.IT-01-47-T)AppealChamber,16July2003,Decisionon

Interlocutory Appeal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 Responsibility,

para.18.

425)Ibid.,para.46-49;이러한 항소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필자가 앞에서 주장하 듯이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 제2항과 로마규정 제28조의 규정은 입법의 오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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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은 반 의견들이 확립된 습법을 벗어나 문언을 범 하게 해석하

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가 지휘 이 되기 에 부하들에 의해 질러진 범죄를

지휘 이 된 이후에 처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휘 책임의 표 인

“지휘”책임(“command”responsibility)에 포함된 “지휘”의 명백한 의미에 반

한다고 지 한다.426)

2)항소심 반 의견 – 독립범죄설

Shahabuddeen(샤하부딘) 사는 1심 재 부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지휘 책

임은 상 자가 감독자의 지 에서 필요한 교정 행 를 하지 못한 책임이며

그의 부하가 지른 범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427)Hunt

사도 지휘 책임은 하 자의 행 에 한 직 책임이 아니며 하 자가

지르려고 하고 있거나 지른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자신의 행

(부작 )에 한 책임이라고 보았다.428)429)

ICTY 규정 7조 3항은 이와 달리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려고 하고 있거나 는 이미 질

다는 것(wasabouttocommitsuchactsorhaddoneso)을 알았거나 알았을 만한 이유

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ICTY의 항소심이 ICTY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ICTY

의 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찾아서 주장의 근거로 한 것도 특이하다.

426)Prosecutorv.EnverHadžihasanovi & MehmedAlagi & AmirKubura,(CaseNo.

IT-01-47-T) Appeal Chamber, 16 July 2003,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

ChallengingJurisdictioninRelationtoCommandResponsibility,para.56.

427)“나는 이 규정이 지휘 이 그의 부하가 범죄를 지르려고 하고 있거나 는 이미 그 게

하 다는 것을 알거나 는 알 만한 이유가 있은 후에 감독자의 자격으로 필요한 교정 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이 규정

을 합리 으로 읽는다면,지휘 이 그의 부하가 지른 범죄의 참여자(a party to the

particular crime committed by his subordinate)로 만들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Prosecutorv.EnverHadžihasanovi & Mehmed Alagi & AmirKubura,(CaseNo.

IT-01-47-T) Appeal Chamber, 16 July 2003,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

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 Responsibility, PartialDissenting

OpinionofJudgeShahabuddeen,para.32.

428)Prosecutorv.EnverHadžihasanovi & MehmedAlagi & AmirKubura,(CaseNo.

IT-01-47-T) Appeal Chamber, 16 July 2003,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

ChallengingJurisdictioninRelationtoCommandResponsibility,SeparateandPartially

DissentingOpinionofJudgeDavidHunt,para.9.

429) 1심 재 부는 변론이 종결되자 지휘 책임의 법 성질(Nature of Command

responsibility)이라는 쟁 을 제기하고 Halilovi 1심 재 부의 결을 인용하면서 상 자는

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라고 시한다.ICTY,Hadžihasanovi & Kubura

(IT-01-47),TrialJudgement,15Mar2006,para.66-75;Hadžihasanovi사건의 항소심

결은 지휘 책임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에 한 양형 기 을 제시한 elebii수용소 사건 항

소심 결을 인용하면서 지휘 책임에 한 양형에서는 (1)부하들이 지른 련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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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

ICTY 규정 제7조(3)의 문언은 두 가지 상황을 상하고 있다.첫째는 부하

가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상 자가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이런 경우에는 상 자와 부하의 계는 부하

의 련 범죄 행 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둘째는 부하가 이미

범죄를 지른 것을 상 자가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두

번째의 경우에 재의 상 자가 부하의 범죄행 당시에도 그 부하의 상 자

었어야 할 것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없다. 간항소 다수의견은 1977년 제1

추가의정서 제86조(2)의 부하가 “범죄를 지르는 이거나 범죄를 지르려

고 하고 있는”것을 알았거나 알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문언은

이미 “범죄를 지른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그러나,1977

년 제1추가의정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CRC의 주석서는 제86조(2)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부하가 “범죄를 지른”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제3장 제3 II.3.참조).

범죄처벌의무의 반은 국제범죄의 발생에 한 책임에 있어서 범죄방지의

무 반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항소심 다수의견은 범죄처벌의무를 범죄방지

의무에 종속하는 수 의 의무로 변질시켰다.430)국제범죄의 실과 련하여

성,(2)부하들의 련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피고인 자신의 행 의 성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다.ICTY,Prosecutorv.Delali etal.(Case No.

IT-96-21)AppealsChamberJudgment,20February2001,para.732;Sliedregt는 제1심 재

부가 상 자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 독립범죄설을 선언한 것에 하여 항소심 재 부

가 명시 으로 이를 기하지는 않았지만, 와 같이 지휘 책임의 양형에 있어서 상 자

자신의 행 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범죄의 성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은 책임형식설을 지

지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상소심 재 부가 부하의 범죄와 상 자 자신

의 행 를 지휘 책임에 근거한 피고인의 양형에 으로 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

휘 책임이 상 자의 범죄 방 는 처벌의무 불이행 이상의 내용을 가지며 부하들의 련

범죄를 포함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E.V.Sliedregt,“Command Responsibility atthe

ICTY―ThreeGenerationofCase-law andstillAmbiguityinInternationalLaw”,inThe

LegacyoftheInternationalCriminalTribunalfortheFormerYugoslavia(EditedbyBert

Swart/A.Zahar/G.Sluiter),OxfordUniversityPress,2011,p.389.

430)방지 는 처벌 의무(preventorpunish)는 상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상

자가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려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상 자가 이후에 부하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방지의무 불이행에 한 책임은 남는다.Prosecutorv.Blaški,(CaseNo.IT-95-14-T)

TrialChamberJudgement,3March2000,para.336;처벌의무는 범죄가 이미 발생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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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자신의 부하들이 임 지휘 의 지

휘를 받는 시기에 쟁범죄를 했다는 것을 후임지휘 이 발견하고도 이에

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부하들은 쟁법을 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것이다. 쟁상황에서 지휘 의 교체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고

려하면 다수의견의 결론은 쟁법의 규범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431)

이러한 문제 을 보상하거나 정당화시킬 특별한 근거도 없다.

(2)Ori(오리취)사건

Hadžihasanovi 사건의 간항소에 한 항소심 결의 다수의견은 지지보

다는 범 한 비 을 받았다.432)Hadžihasanovi 사건이 있은 후 Ori 사건

에서 후임 지휘 의 지휘 책임이 다시 쟁 이 되었다.

1심 재 부는 지휘 의 범죄 방지 의무와 범죄 처벌 의무의 결합이 본질

경우가 아닌 를 두 가지 제시하면서 Hadžihasanovi 사건의 항소심 다수의

견을 비 한다.첫째,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지르는 것을 알지 못하여 범

죄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상 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

우이다.이러한 경우에도 상 자는 부하의 범죄를 발견한다면 그에게 범죄처

벌의무가 발생하고 이것은 지휘 책임의 기 가 된다.두 번째는 첫 번째 사

례의 논리 연장으로 부하들이 이미 범죄를 지른 후에 그들에 하여 상

자가 된 자는 그러한 범죄를 발견하 을 때 당연히 그 범죄에 한 처벌 의무

나타날 것이다.범죄의 발생 이후에 지휘권을 갖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의무를 지게 된

다.Prosecutorv.Kordi& erkez,(CaseNo.IT-95-14-2)TrialChamberJudgement,26

February2001,para.446.

431)C.Greenwood,“CommandResponsibilityandtheHadžihasanovi Decision”,Journalof

InternationalCriminalJustice2,2004,p.603;Shahabuddeen 사는 새로운 지휘 이 지

휘 이 되기 직 , 를 들어 그 하루 에 발생한 쟁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

는다면 쟁범죄를 처벌하여야 할 권한이 언제나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 지휘

(responsiblecommand)의 구상을 근거로 한 지휘 책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rosecutorv.EnverHadžihasanovi & Mehmed Alagi & AmirKubura,(CaseNo.

IT-01-47-T) Appeal Chamber, 16 July 2003,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

Challeng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Command Responsibility, PartialDissenting

OpinionofJudgeShahabuddeen,paras.14,24.

432)D.Robinson,“How Command Responsibility GotSo Complicated:A Culpability

Contribution,itsObfuscation,andaSimpleSolution”,MelbourneJournalofInternational

Law Vol13,2012,p.21;Prosecutorv.Ori,(CaseNo.IT-03-68-A)AppealsChamber

Judgement,3July2008,DeclarationofJudgeShahabuddeen,pa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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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게 되고 그러한 범죄 처벌 의무의 반은 지휘 책임의 기 가 된다.그

러나 Ori 사건의 1심 재 부는 항소심 재 부가 이미 다른 견해를 취하 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 부의 결론에 따라 재 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시하 다.433)

이에 하여 검사가 항소하자 Ori사건의 항소심 재 부는 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견해와 반 하는 견해가 2:2로 갈렸다.이

런 상황에서 Hadžihasanovi 사건에서 독립범죄설을 지지했던 Shahabuddeen

사가 오랜 기간 례로 용되어 온 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 재 부의

다수의견의 결정을 사 1명의 차이로 번복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더 확실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을 례로 유지한다고 결정하 다.434) 재 ICTY에서는 후

임 상 자는 자신이 상 자가 되기 에 부하들이 지른 범죄에 하여도 이

를 처벌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실질 다수의견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ICTY의 공식 례는 이와 반 (Hadžihasanovi사건 항

소심의 다수의견)인 상태이다.435)

V.ICCBemba(벰바)사건

Bemba사건의 1심재 부는 심재 부의 견해에 찬성한다고 하면서436)책

433)Prosecutorv.Ori,(CaseNo.IT-03-68)TrialChamberJudgement,30June2006,para.

335.

434)항소심 재 부는 JudgeWolfgangSchomburg,JudgeMohamedShahabuddeen,Judge

LiuDaqun,JudgeAndrésiaVaz,JudgeTheodorMeron으로 구성되었는데,JudgeAndrésia

Vaz,JudgeTheodorMeron은 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을,JudgeWolfgang

Schomburg,JudgeLiuDaqun은 반 의견을 지지한 가운데 JudgeMohamedShahabuddeen

이 자신의 개인 입장과 반 이지만 Hadžihasanovi 사건 항소심의 다수의견을 례로 유

지하겠다고 결정하 다.Prosecutorv.Ori,(CaseNo.IT-03-68-A)AppealsChamber

Judgement,3July2008,DeclarationofJudgeShahabuddeen,paras.2-15.

435)Ibid.,para.167.

436)1심재 부는 심재 부가 책임형식설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Prosecutorv.Jean-Pierre

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IIIJudgement,21March

2016,para171;그러나 심재 부의 입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심재 부는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이 책임형식(amodeofliability)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책임형식이라는 용어

는 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형식을 말하기 때문에 심재

부가 단지 지휘 책임을 amodeofliability이라고 불 다는 이유로 공범의 일종으로 보는

책임형식설을 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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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식설에 가담하고 있다.437)별개의견의 Ozaki 사는 ICC로마규정 제28조

는 부작 범이라는 독립범죄(aseparatecrimeofomission)가 아닌,책임형식

(amodeofliability)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Ozaki 사는 국내 법원에

한 ICC의 재 권의 보충성을 언 하고,ICC는 직무 반 그 자체(adereliction

ofdutyassuch)가 아닌 국제공동체의 심사가 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다

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범죄설을 비 한다.438)Steiner 사도 별개의

견에서 책임형식설을 지지하고 있다.지휘 책임(commandresponsibility)은

그 기에 참가(participation), 공범(complicity) 는 방조(aiding and

abetting)의 형식으로 생각되었다고 하면서,모든 공범에 있어서 행 와 불법

한 결과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되며,ICC 로마규정 제28조의 “asaresult

of”는 이것을 나타낸다고 하 다.439)

제4 분석과 비 – 독립범죄설의 지지

독립범죄설은 지휘 책임을 국제형법에 의해 창설된 독립된 범죄로 보는 입

장이다.지휘 책임의 국제법 측면과 독자성을 강조하며 상 자의 부작

자체가 처벌의 상이라고 본다.한편,책임형식설은 형법의 공범 이론에 입각

하여 집단살해죄나 쟁범죄와 같은 부하의 실행행 를 심으로 지휘 책임

을 구성하고자 한다.지휘 책임이 인과 계,책임원칙과 같은 형법의 기본원

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 다수설은 책임형식설이라고

No.ICC-01/05-01/08-424)Pre-Trial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

and(b)oftheRomeStatuteonthe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

Gombo,15June2009,para341;1심 재 부는 제2 심재 부 에 Bemba사건의 심을

담당하 던 제3 심재 부도 책임형식설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Prosecutorv.Jean-Pierre

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IIIJudgement,21March

2016,p.81.각주 384;그러나,제3 심재 부도 amodeofliability라는 표 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388)

Pre-TrialChamberIIIDecisionAdjourningtheHearingpursuanttoArticle61(7)(c)(ii)of

theRomeStatute,3March2009,para46.

437)Prosecutorv.Jean-PierreBembaGombo,(CaseNo.ICC-01/05-01/08)TrialChamber

IIIJudgement,21March2016,para171.

438)Ibid.,SeparateOpinionofJudgeKunikoOzaki,para5.

439)Ibid.,SeparateOpinionofJudgeSylviaSteiner,par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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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40)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어느 견해도 지휘 책임에 한 습국

제법과 ICC로마규정에 완 히 부합하는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필자는 독립

범죄설에 찬성한다.

I.지휘 책임의 단일성·통일성 유지

필자가 독립범죄설에 가담하는 이유는 책임형식설의 장 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지휘 책임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종국 으로는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을

국가별로 다원화시킬 것이라는 에 있다.

야마시타를 재 한 미국 군사 원회나 동 원회의 결을 승인한 미국 연

방재 소가 새로운 범죄를 창설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국제형사

재 의 발 은 지휘 ,민간인 상 자(문민 실권자)들이 장에서 직 범죄를

지르지 않더라도 범죄 방지 의무나 처벌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서 국제범죄를

야기,확산시켰다는 것을 증명하 다.이러한 재 의 은 결국 지휘 ,상

자의 지 ,역할의 요성에 주목하게 하 고,이러한 지 에 있는 자들에

하여 지휘 책임이라는 특별한 책임이론이 형성되었다.책임형식설은 이

게 성립한 지휘 책임을 국내 형법 이론의 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책임형식설,즉 공범론의 필연 귀결은 지휘 책임의 분리와 해체이다.책

임형식설을 택한 Hadžihasanovi 사건의 항소심 결의 다수의견은 지휘 책

임을 부하의 범죄에 한 가담이 가능했던 유형과 범죄에 한 가담이 불가능

했던 유형으로 분리하여 후자에 하여는 지휘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

다.지휘 책임의 내용이 공범론에 의해서 수정된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국제

형법의 이행입법에서 더욱 더 뚜렷이 나타난다.도그마틱이 가장 발달한 독일

은 공범론이 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4조의 총칙에서 규정하고,공범론으로

440)Shahabuddeen 사는 부하에 한 한 통제를 행사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반한

것에 한 형사책임이라는 견해와 그의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참가한 것에 한 형

사책임이라는 견해에 하여 후자가 다수의견이라고 보고 있다.Prosecutorv.Ori,(Case

No.IT-03-68-A)Appeals Chamber Judgement,3 July 2008,Declaration ofJudge

Shahabuddeen,para.18;Eser도 공범설(complicitybyomission)이라는 표 을 쓰면서 이것

이 다수설이라고 보고 있다.A.Eser,“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The Rome

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A Commentary(EditedbyA.Cassese/P.

Gaeta/J.RWD Johns),OxfordUniversityPress,2002,p.820.



- 165 -

해결이 어려운 역은 제13조의 감독의무 반죄,공범론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역은 제14조의 고지의무 반죄로 구성하고 있다.

책임형식설은 지휘 책임을 분해하게 되는 결과를 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로 상이한 내용의 지휘 책임을 갖게 한다.각국의 국내 형법은 각자

의 고유한 공범론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각국의 체계는 쉽사리 융화될 수 있

는 내용이 아니며,사실은 서로에 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이러

한 상황에서 책임형식설을 택하는 것은 지휘 책임을 각국의 국내 형법의 공

범론에 따라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지휘 책임이 국제법으로 존재하는

국제형법(dasinternationaleVölkerstrafrecht)과 각국의 국내 형법에 편입된

국제형법에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내 국제형법(das nationale

Völkerstrafrecht)끼리도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국제형법이 인류의 보편 가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 범죄

에 한 규범이라는 것은 어도 국제범죄가 무엇이고 가 어떻게 처벌받아

야 하는가에 한 단에 있어서 국제공동체의 의견 일치를 필요로 한다.책

임형식설은 이러한 목표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다.독립범죄설은 공범이론

에 따른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과 이를 반 하는 지휘

책임의 실효 통제 기 을 인정한다면 어떤 나라에서도 자국의 정범공범에

체계와 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다.

II.특별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부하의 범죄

집단살해죄는 집단살해를 구성하는 개별 구체 행 와 련된 고의를 넘어

서 일정한 집단을 괴한다는 특별고의(specificintent)를 범죄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441)이에 반하여 지휘 책임의 주 요건은 상 자의 부하의

련범죄에 한 인식이나 인식의 실패이다.특별고의를 주 요건으로 하

고 있는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그러한 특별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 는 인식의 실패를 이유로 지휘 책임을 질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442)

441)특별고의는 미법상의 용어로서 우리 형법에서는 “목 ”,“ 과주 구성요건”으로 번

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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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형식설을 따르는 경우에 지휘 책임은 본질 으로 공범의 일종이다.따

라서,책임형식설을 따른다면 상 자가 부하의 특별고의를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도 부하의 특별고의를 알고 있어야 한다.443) 그러나,

ICTY의 례는 부하가 가지고 있는 련 범죄에 한 주 요건과 지휘

책임의 성립에 필요한 상 자의 주 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지휘

책임에 한 ICTY규정 제7조(3)의 요건만 충족되면 집단살해죄에 한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즉,집단살해죄에 한 지휘 책임의 주

요건은 상 자가 ‘(1)그의 부하들이 집단살해죄를 지르려고 하거나 는 이

미 집단살해죄를 질 다는 것,그리고 (2)그의 부하들이 집단살해죄의 성립

에 필요한 특별고의(specificinten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충족된다.444)

상 자가 부하의 범죄의 목 에 하여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는 ICTY의 례는 지휘 책임이 상 자의 범죄에 참여

는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 자 자신의 의무 반에 한 책임이라는 것을

442)B.V.Schaack/R.C.Slye,InternationalCriminalLaw anditsEnforcement3rded.,

Foundation Press,2015,p.830;M.L.Nybondas,Command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bilitytoCivilianSuperiors,T.M.C AsserPress,2010,p.166;G.Mettraux,The

LawofcommandResponsibility,OxfordUniversityPress,2009,p.211.

443)ICTR은 집단살해죄의 방조범(A&A)에 하여 정범의 특별고의를 아는 것으로 족하다고

결하 다.Prosecutorv.Krsti,(CaseNo.IT-98-33-A)AppealsChamberJudgement,

19April2004,para.140;Prosecutorv.Rukundo,(CaseNo.ICTR-2001-70-A)Appeals

ChamberJudgement,20October2010,para.53;우리나라의 례는 목 범의 정범도 목

에 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 2014.03.13.선고 2013도12507 결; 법

원 2015.01.22.선고 2014도10978 원합의체 결; 법원 2006.08.25.선고 2006도3631 결;

법원 2005.09.30.선고 2005도2712 결.그 다면 목 범의 공범은 정범의 목 을 아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독일에서는 공동정범간에 있어서 상호귀속은 구성요건의

객 요소에 하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주 요소가 모든 가

담자(공동정범)에게 충족되어야 한다.반면 교사범과 방조범에 있어서는 주 구성요건요

소가 정범에게 있고,공범은 이것을 알기만 하면 충분하다.H.Jescheck,/T.Weigend,

LehrbuchdesStrafrechts,AllgemeinerTeil,Berlin·DunckerundHumblot,4.Aufl.,1996.

S.321.

444)Prosecutorv.Staki,(CaseNo.IT-97-24-T)TrialChamberDecisiononRule98bis

MotionforJudgementofAcquittal,31October2002,para.92;Prosecutorv.Branin,

(CaseNo.IT-99-36-T)TrialChamberJudgement,1September2004,paras.719-721;

Schabas는 부하의 특별고의에 한 인식의 실패를 기 로 한 지휘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

고 있다.W.A.Schabas,TheInternationalCriminalCourt:ACommentaryontheRome

Statute,OxfordUniversityPress,2010,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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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다.445)

III.책임주의

1.인과 계

책임형식설은 ICTY의 elebii 결이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에

한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책임주의를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독립범죄설의 문제 으로 보고 있다.446)그러나,독립범죄설은 지휘

책임이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 자가 자신

의 고유 의무를 반한 것에 하여 처벌한다고 본다.ICC 로마규정 이 의

1977년 제1추가의정서,ICTY,ICTR 규정은 모두 지휘 책임의 법 성격이

무엇인지에 하여 언 이 없었다.그러나,ICC 로마규정 제28조는 상 자가

부하에 한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은 부작 의 결과로서 형사책임을 진

다고 규정함으로써 지휘 책임의 핵심이 상 자의 통제의무 반(부작 )에 있

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447)따라서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부하의 범죄는 지휘 책임의 제조건이 될

뿐이다.따라서 독립범죄설이 더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이론인 것이다.448)

445)Schabas는 특별고의를 요구하고 있는 집단살해죄에 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논리

으로 불가능하다며,따라서 과실에 근거한 지휘 책임은 독립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다.그에 의하면 로마규정을 용하는 경우에 과실에 근거한 지휘 책임을 지는 피고인에

하여 집단범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되고,집단범죄를 범한 부하에 한 감독의무를 과실로

반하 다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W.A.Schabas,“Canadian Implementing

LegislationfortheRomeStatute”,YearbookofInternationalHumanitarianLaw Vol.3,

T.M.C.AsserPress,2002,p.342;Bülte는 이러한 이유로 독일 국제형법 제4조를 독일

형법 제13조의 일반 인 부진정부작 범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제형법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한다.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50.

446)D.Robinson,“How Command Responsibility GotSo Complicated:A Culpability

Contribution,itsObfuscation,andaSimpleSolution”,MelbourneJournalofInternational

LawVol13,2012,pp.12-23.

447)이러한 이유로 Ambos는 로마규정이 부작 범이라는 독립범죄를 규정하 다고 한다.K.

Ambos,“SuperiorResponsibility”,inThe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

Court: A Commentary(Edited by A.Cassese/P.Gaeta/J.RWD Johns),Oxford

UniversityPress,2002,p.851.

448)지휘 책임의 요건인 상 자의 하 자에 한 실효 통제의 요건은 매우 엄격한 요건으

로서 이를 충족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W.A.Schabas,The UN International

CriminalTribunals:The former Yugoslavia,Rwanda and Sierra Leone,Cambridge

UniversityPress,2006,p.324;리비취 결은 인과 계의 요구는 부하들에 의해서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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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책임형식설은 부하가 이미 범죄를 지른 경우에 상 자가 처벌의무

를 불이행한 경우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지휘 책임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지 못한다.이러한 경우에 책임형

식설은 지휘 책임을 부정하거나 아니면,독립범죄로서의 지휘 책임이 성립

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나아가,공범론(complicity)은 타인의 행 의 결과

를 그 행 자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이론이다.귀속이론은 범죄의 성립요건

의 일부를 타인의 행 로부터 빌려오는 것이며 논리 으로는 책임주의와 완벽

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반면에 독립범죄설은 상 자가 자신의 부작 에

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범론과 같은 귀속이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2.지휘 책임의 죄명

독립범죄설의 약 의 하나는 지휘 책임이 상 자 자신의 부작 에 한 책

임이라고 하면서 부하의 범죄에 한 죄명으로 처벌받는다는 에 있다(Fair

Labelling). 를 들어 상 자가 부하의 집단살해죄를 과실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상 자를 부하가 지른 집단살해죄에 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독립범죄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은 국제형사재

의 실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에서

는 지휘 책임을 도입하면서 이를 “책임 반죄”로 규정하 다.우리나라의 국

제범죄처벌법 제15조도 직무태만죄를 죄명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일부

반 하고 있다.

IV.부하의 범죄의 법 성격

부하의 범죄의 발생은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임에도 불구하고,국제형법에

서 그 동안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 다.책임형식설을 택하는 경우에 지휘

책임은 결과범이며 부하의 범죄의 발생은 결과불법의 핵심이 된다.따라서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사이의 인과 계는 필요 이며 상 자의 부하

의 범죄에 한 고의,인식, 는 인식의 실패는 지휘 책임의 주 요건이

진 범죄의 존재라는 요건과 상 자가 그의 권한의 범 내에서 그 범죄를 방지하기 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요건에 의해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Prosecutorv.Delali etal.

(CaseNo.IT-96-21)TrialChamberJudgement,16November1998,para.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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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49)

반면에 독립범죄설에서는 상 자의 부작 가 불법의 핵심이며,상 자의 부

작 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하의 범죄의 지휘 책임 내에서의 법 성격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지휘 책임이라는 국제범죄의 국제 요소(internationalelement)라고 본다.

즉,모든 국제범죄는 국제 요소와 기본범죄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지휘 책임도 상 자의 부작 (기본범죄)와 부하의 국제범죄(국제 요소)로

구성된다.부하의 범죄에 한 상 자의 인식 는 인식의 실패는 부하의 범

죄(국제범죄)라는 국제 요소에 한 인식 는 인식의 실패로서 지휘 책임

의 주 요건이 된다.다른 국제범죄도 기본 범죄 외에 국제 요소 즉,무

력충돌의 존재( 쟁범죄)나 민간인 주민에 한 범 하거나 체계 인 공격

의 존재(인도에 반하는 죄)에 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지휘 책임

에 하여 이러한 국제 요소에 한 인식 는 인식의 실패를 요구하는 것

은 국제범죄의 공통 특성을 이루게 된다(제2장 제2 II.1.참조).

지휘 책임이 국내 형법에 도입되는 경우에 부하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요건

은 일종의 객 처벌조건으로 구성된다(제6장 제3 과 제7장의 독일과 우리

나라의 로마규정 이행입법 참조).

449)방조범에 한 인과 계 불요설 등에 하여는 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

657-659면 참조.



- 170 -

제6장 국내 국제형법 – ICC로마규정 이행

제1 ICC로마규정의 이행과 보충성의 원칙

I.국제형법의 집행 시스템

국제형법이 개별 인 국가를 통하지 않고 국제형사재 기구에 의해 용되

는 것을 국제형법의 직 집행 시스템이라고 한다.이에 반하여 국내 법원이

국제형법을 용하는 것을 국제형법의 간 집행 시스템이라고 한다.간 집

행 시스템에서는 국내 법원은 많은 경우에 보편 할권(세계주의)에 근거하

여 재 권을 행사한다.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재 이후 계속된 냉 기간 동안

국제형법의 기 는 개별 국가가 용하는 국제형법이었다.그 이유는 명백하

다.그것은 국제형사재 기구가 자국의 국민을 재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이 제한되는 것을 개별 국가들이 두려워하 기 때문이다.450)1949

년 4개의 제네바 약,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의 반을 처벌하는 국제형사

재 기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동안 이러한 조약들의 반에 한 형사처벌

은 간 집행 시스템에 의존하 다.

II.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ICC로마규정은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두려움을 반 하여 ICC가 당사국에

하여 보충 인 재 권만을 행사하는 소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Complementarity)을 택하 다.로마규정은 문 6번째 단락에서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하여 형사 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선

언하면서도451)다시 문 10번째 단락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

사재 소는 국가의 형사 할권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다시 제1조에

서 국제형사재 소는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 심사인 가장 한 범

450)C.J.M.Safferling,“Germany'sAdoptionofanInternationalCriminalCode”,Annualof

German& EuropeanLawVol1-3,BerghahnBooks,2004,p.367.

451)“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하여 형사재 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문의 선언은 습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국제범죄를 소추할 의무를 진다는 제를 깔고 있

다.조상제,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독일 국제형법 의 입법과정과 내용,형사정책

연구원,2008,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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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자에 하여 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국가의 형사 할권을 보

충한다.”라고 하여 국내 법원의 재 권이 국제형사재 소의 재 권에 우선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은 외부의 간섭없이 자신들의

국민에 한 형사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범

죄를 지른 자를 처벌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하여 ICC가 개입할 수 있

는 권한을 보 함으로써 ICC의 재 권과 국내 법원의 재 권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 다.452)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자국이 재 권을 가지는 자가

지른 국제범죄를 그 책임에 부합하게 처벌한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은 만족되

며,ICC는 재 권을 행사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ICC가 재 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의 반이다.453)그러나,당사국이 재 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로마규정의 당사국은 보충성 원칙을 수하지 못

한 것이고 이때 ICC는 (보충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C는 재 격성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제17조∼제20조를 통하여

보충성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454)455)로마규정의 당사국은 국제범죄를 처벌

452)M.M.ElZeidy,ThePrincipleofComplementarityinInternationalCriminalCourt,

Cross,MartinusNijhoffPublishers,2008,pp.157-158.

453)보충성 원칙은 국내 법원이 우선 으로 재 권행사를 할 수 있고,국내 법원에서 국제범죄

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ICC가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보충성 원칙의 반 는 배라는 표 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첫째는 국내 법

원이 수사 는 기소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ICC가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

용된다.이러한 용례로 보충성 원칙의 반을 사용한 경우는 H.Duffy/J.Huston,

“ImplementationoftheICCStatute”,inTheRomeStatuteandDomesticLegalOrders

VolumeI(EditedbyC.Kreß/F.Lattanzi),NomosVerlagsgesellschaft,2000,p.32가 있

다.이러한 용례는 국내 법원의 국제범죄 처벌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며 국내 법원의 국제범

죄 처벌의무 반을 가리킨다.그러나,보충성 원칙은 국내 법원에 재 권 행사의 우선권을

주고,ICC는 어떤 국내 법원도 이러한 우선 재 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 으로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ICC가 이런 상황에서 재 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충

성 원칙의 취지에 따른 법 효과에 불과하다.따라서,이러한 상황을 보충권 원칙의 반이

라고 부르는 것은 하지 않다.둘째는 국내 법원이 국제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

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내 법원에 의한 보충성원칙의 만족 는 충족),ICC가 로마

규정을 반하여 재 권 행사를 하는 경우이다.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충성 원

칙의 반은 ICC의 재 권 행사의 법을 가리킨다.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용례를 사용한

다.따라서,국내 법원이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국제범죄에 한 우선 재 권을 잃는 경우는

당사국이 보충성원칙을 만족 는 충족시키지 못했다거나 수하지 못했다고 표 할 수 있

다.

454)제17조 재 격성의 문제

1. 문 제10항과 제1조를 고려하여 재 소는 다음의 경우 사건의 재 격성이 없다고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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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주된 책임(primaryresponsibility)을 지고,ICC는 당사국이 재 권을 행사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재 권을 행사한다.456)국내 법원이 국제범

죄에 한 재 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ICC가 재 권을 행사하며,국내 법

원에서 형사 차가 진행되거나 진행된 경우에도 ICC가 재 권(재 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첫째,사건이 그 사건에 하여 재 할권을 가

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는 기소되었으나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제17조(1)(a)],둘째,사

건에 하여 재 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었고,그 국가가 당해

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 으나 그 결정이 진정으로 기소하려는 의사

는 능력의 부재에 따른 결과인 경우[(제17조(1)(b)),셋째,당해인이 제소의

상인 행 에 하여 이미 재 을 받았으나 그 재 이 ICC 할범죄에 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 이었거나 그 밖에 국제법에 의하여 인

정된 법 차의 규범에 따라 독립 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으며 상황

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제17조(1)(c),제20조(3)].

진정한 형사소추의 의사가 없는 경우(의사부재)는 ICC에서 받게 될 재 으

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차를 형식 으로만 진행하는 소 가장

된 차를 말한다[로마규정 제17조(2)참조].이 경우 진정한 형사소추의 의사

라는 주 요건의 단은 쉬운 일이 아니며 피고인에 하여 ‘충분한 처벌’

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각 국가들은 양형의 결정에 하여 일정

가.사건이 그 사건에 하여 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는 기소

된 경우.단,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사건이 그 사건에 하여 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었고,그 국가가 당해

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단,그 결정이 진정으로 기소하려는 의사 는 능력

의 부재에 따른 결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당해인이 제소의 상인 행 에 하여 이미 재 을 받았고,제20조제3항에 따라 재

소의 재 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라.사건이 재 소의 추가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성이 없는 경우

455)사건의 성에 한 로마규정 제17조(1)(d)는 국내 형사 재 소에 한 ICC의 보충

재 권과는 직 인 계가 없다.왜냐하면,이 경우에는 국내 형사 재 소가 재 권을 행

사하지 않더라도 ICC가 재 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456)TheInternationalCentreforCriminalLaw Reform andCriminalJusticePolicy,Manual

fortheRatificationandImplementationoftheRomeStatute3rded.,2008March,p.11.



- 173 -

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에 비추어 이것이 명확한 기 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457)당사국이 로마규정의 국제범죄를 국내법의 일반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보충성 원칙을 충족시키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를 규정하지 않은 국가가 피고인에 하여 살인죄,강간죄로 처벌하 지만 그

형벌 자체는 정할 수 있다.이와 련하여 집단살해죄로 국제형사재 기구

에서 재 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집단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은 국가로 이송하

여 재 받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458)한편,진정한 형사소추의 능력

이 없는 경우(능력부재)는 사법제도의 붕괴나 작동불능으로 피의자의 신병(身

柄)을 확보할 수 없거나,증언,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등 사법 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마규정 제17조(3)참조].

III.ICC로마규정의 이행입법

로마규정은 당사국이 로마규정의 내용 로 이행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

지 않다.심지어 당사국이 로마규정에 따른 아무런 이행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로마규정 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보충성의 원칙의 실질 의미는

457)국제범죄에 한 국내법의 법정형이 그 사안이 하지 않은 에 비추어 명백히 부

한(deutlichunagemessen)처벌이 아닌 경우에는 불충분한 처벌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

다.H.Satzger,InternationalesundEuropäisches Strafrecht 3rded.,Nomos,2009,S.

242.

458)피고인에 한 공소사실은 집단살해죄,집단살해공모죄,집단살해공범죄이며 이것은 살인

죄와 범죄성립요건과 그 죄질(gravity)이 상당히 다르다.노르웨이는 피고인에 하여 그 국

내법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집단살해죄는 국가 ,민족 ,인종 ,종

교 집단의 부 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괴할 목 을 요구하는 에서 특별하다.노르

웨이의 형법의 살인죄는 이러한 특별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공소사실확인 결정

을 받은 피고인의 범죄 의에 하여 노르웨이는 사건 할(subjectmatterjurisdiction)을 가

지고 있지 않다.결과 으로 노르웨이의 형법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하여 충분한 법

평가(fulllegalqualification)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건을 노르웨이로 이송하여 달라

는 신청을 기각한다.Prosecutorv.Bagaragaza,(CaseNo.ICTR-2005-86-R11bis)Trial

ChamberDecisionontheProsecutionMotionforReferraltotheKingdom ofNorway,19

May2006,para.16;이 결정에 한 간항소의 항소심 재 부는 1심재 부의 결정을 지지

하면서 집단살해죄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반(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law”으로 살인죄와 같은 “일반 범죄(ordinarycrime)”와 다르다는 을 강조하

다.Prosecutorv.Bagaragaza,(Case No.ICTR-05-86-AR11bis)Appeals Chamber

DecisiononRule11bisAppeal,30August2006,paras.16-18;한편 Heller는 국제범죄의

피고인을 국내법상의 일반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허용되고,ICC에 의하여 재 을 받는 경우

와 비교하여 양형이 정하다면 보충성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한다.K.J.Heller,“A

Sentence-BasedTheoryofComplementarity”,HarvardInternationalLaw Journal,Vol.

53,Issue1(Winter2012),pp.85-133참조.



- 174 -

당사국이 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를 지른 자국민을 로마규정의 취지에 부

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ICC가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험이다.로마규

정의 당사국들은 국제범죄의 방지를 한 국제사회의 의지에 동참하고 동시에

자국민이 ICC에서 재 을 받는 결과를 막기 하여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제정하고 있다.459)당사국이 국제범죄에 한 로마규정의 내용을 그 로 이행

하지 않더라도 습국제법에 의하거나 자국의 국내 형법에 의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경우에 그것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한 ICC는 재 권을 행

사할 수 없다.460)

1. 습국제법과 ICC로마규정

ICTY의 례가 표하고 있는 습국제법과 ICC의 규정인 로마규정은 많

은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습국제법과 로마규정의 차이는 첫째,

ICTY와 ICC의 죄형법정주의에 한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ICTY는

미법계 죄형법정주의에 기 하여 습국제법에 바탕을 두고 례에 의하여 국

제형법을 형성하 으나,ICC는 로마규정이라는 조약에서 형법의 일반원칙과

범죄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ICTY에 비하여 ICC는 미법계 죄

형법정주의에서 탈피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국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459)각국의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의 목 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자국민이 ICC에서 재 받는 상

황을 피하는 것이었다.Bundesratsvorlage vom 18.Januar2002,in Materialien zum

Volkerstrafgesetzbuch: Dokumentation des Gesetzgebungsverfahrens, Beitrage zur

Strafrechtswissenschaft Bd.6(Edited by S.R.Lüder/T.Vormbaum),LIT Verlag

Munster,2002,S.23;R.Hage,“ImplementingtheRomeStatute:Canada’sExperience”,in

States’ Responses To Issues Arising From The ICE Statute: Constitutional,

Sovereignty,JudicialCooperationandCriminalLaw(EditedbyR.S.Lee),Transnational

Publishers,Inc.,2005,p.47;E.Wilmshurst,“ImplementationoftheICC Statuteinthe

United Kindom”,in States’Responses To IssuesArising From The ICE Statute:

Constitutional,Sovereignty,JudicialCooperation and CriminalLaw(Edited by R.S.

Lee),TransnationalPublishers,Inc.,2005,pp.148-149;G.Triggs,“Implementationofthe

RomeStatutefortheInternationalCriminalCourt:A QuietRevolution in Australian

Law”,SydneyLawReviewvol25,2003,pp.507-508.

460)로마규정은 국제조약으로서 그 조약의 당사국에 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다.그

러나,로마조약의 당사국들이 조약의 이행의무로서 이행입법을 제정하면서 반드시 로마규정

의 내용을 그 로 따르지 않았으며,ICTY의 례를 포함하는 습국제법의 내용을 고려하

고 있다.일부 국가들은 오래 부터 국제형법의 내용의 일부를 이미 국내 형법 체계에 편

입시켰던 경우에도 로마규정을 계기로 국제형법의 이행입법을 만들거나 국내 형법에 로마규

정의 내용을 새로 반 하는 작업을 하 다.따라서 간 집행 시스템의 부분의 경우가 로

마규정의 이행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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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따라 미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둘째로 ICTY를 비롯한 기존의 임

시재 소들은 안 한 재 소 고,ICC는 불안한 재 소이다.461)승 국이나

재 들의 입장에서 ICTY를 비롯한 임시재 소들은 자국민을 처벌할 가능성

이 없었던 안 한 재 소 던 반면에 ICC로마규정은 어떤 나라의 국민,특히

자국의 지도자도 재 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한 재 소이다.ICC로마규정의 상

세한 규정들은 책임주의와 명확성의 요청에 부합하는 면도 있으나 정치

상의 결과 습국제법보다 퇴보한 내용을 담기도 하 다.

이러한 이유로 ICTY와 ICC의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되었다.지휘 책임과 련하여 ICTY의 실질 다수의 견해를 형성한 독립범

죄설의 입장이나 는 ICTY의 례로 확립된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사이의 인과 계 불요설은 ICC의 Bemba사건 심재 부,제1심 재 부의 로

마규정의 해석과 상충하고 있다. 습국제법이 실효 통제라는 요건만 만족

시키면 주 요건에 있어서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ICC로마규정은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군지휘 보다 엄격한 주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2.국제형법과 국내 형법

ICC로마규정은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의가 시작되기 에 채

461)국제형법의 집행이 편의 (selective)라는 비 이 있다.이러한 편의성 는 이 기 은 안

한 법의 용 체제(asafelaw enforcementmechanism)에서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체제

는 자신들의 국민들에 하여는 재 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가

들은 그들에 하여 재 소가 재 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용될 법에

하여 매우 다른 근 방식을 취한다.미국이 야마시타 사건에 용한 지휘 책임에 기

과 베트남 쟁에서 양민을 학살한 사건(MedinaCase)에서 용한 기 이 다르다.메디나

사건에서 재 장 설명(juryinstruction)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실제의 인식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이었다.Cryer는 안 한 재 소(safeTribunals)와 험한 재 소(Unsafe

Tribunals)를 구분하고 있다.Cryer는 로마규정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이 된 후에 만든 것이

아닌 최 의 재 소 규정이며, 어도 이론 으로는 모든 로마회의의 참가국의 국민들이

ICC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R.Cryer,‘TheBoundariesofLia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Law’or‘SelectivitybyStealth’,JournalofConflictandSecurity

Law6,pp.3-10;ICC의 재 권 행사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로마규정이 조약이라는 에

서 당사국만이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된 ICC의 재 권행사의 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실

제로는 자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당사국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마규정

12(2)(a))나 안 보장이사회의 회부(로마규정 13(b))에 의하여 자국민이 처벌될 가능성이 열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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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다.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은 하나의 조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휘 책

임을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는 ,상 자의 부작 (통제의무 반)를 지휘 책

임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에서 독립범죄설 성격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로마규정 제28조가 지휘 책임을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된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

는 에서 책임형식설 성격도 가지고 있다.나아가 상 자의 통제의무와 구

체 인 작 의무(방지,억제,보고의무)사이의 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하 자를 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형사책임을 진다는 문언을 포함

함으로써 지휘 책임의 법 성질과 성립요건에 하여 혼란을 야기하 다.

국제형법의 성립 이 에 오랜 기간 발달하여 온 각국의 형법 체계는 국제형

법 체계와 쉽게 조화,융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로마규정이 독립범죄설에

입각하여 지휘 책임을 규정하 다면 각국은 그 이행입법에서 지휘 책임에

자국의 공범론 체계를 반 할 할 필요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로마규

정 자체가 지휘 책임에 한 습국제법의 기 을 따르지 않고 지휘 책임의

법 성질과 성립요건에서 혼란을 보여주자 각국은 국내 형법의 공범론에 따

라 지휘 책임을 재구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3.소결

로마규정 제29조[시효의 부 용]를 비롯한 국제형법은 국제범죄에 하여

시효의 용을 인정하지 않는다.462)국제범죄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내 형법

의 일반 범죄에 용되는 시효를 국제범죄에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지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상 자의 작 의무는 국내법에 근거하지 않

고 국제법에 근거한다.463)국제형법의 이러한 특성은 각국이 자국의 형법체계

462) 랑스 법원(CourdeCassation)은 뉘른베르크 헌장의 인도에 반하는 죄는 그 성질상

(by nature) 공소시효가 용되지 않는다고 1983년 결하 다. J. Lelieur-Fischer,

“Prosecuting theCrimesagainstHumanity Committed during theAlgerian War:an

ImpossibleEndeavour?”,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2,2004,p.233

463)지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작 의무를 국내법에 근거하게 되는 경우에 국제형법의 내용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A.Cassese/P.Gaeta/L.

Baig/M.Fan/C.Gosnell/A.Whiting,Cassese’sInternationalCriminalLaw 3rd ed,

OxfordUniversityPress,2013,p.181;지휘 계,즉 부하와 상 자의 계는 국내법을 고

려하여 국제형법에 의하여 결정된다.한편,지휘 책임이 용되는 상 자가 취해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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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의 류 법정형 비고

ICC 로마규정과 동일 없음 로마규정과 전 동일

호주 ICC 로마규정과 동일 없음
휘 의 주 적 건에 

하여 ICTY 을 름 

캐나다

ICC 로마규정과 유사하 만, 작

위의무를 시간적 순 에 라 열

거한 병렬적 

임의적 

종신 형

- “책임위반죄”라는 립범

죄로 

- 제의무위반과 이로 인

한 하의 범죄발생(인과

계) 건을 시

네

란드

제9조

(1)(a)
고의로 범죄를 허

하의 범죄에 

정한 형

9(2)의 법적 에 한 

립범죄  있음

제9조

(1)(b)

고의의 범죄방 의무, 

처벌의무 작위

제9조(2)
과실의 범죄방 의무, 

처벌의무 작위

하의 범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3 의 

2 이하

일
제4조 고의의 범죄방 의무 작

위

하의 범죄에 

정한 형

제13조에 하여 정 작

위범 과 정 작위범  

내에 국제형법을 편입시킬 때 그 내용이 가 국제형법과 부합할 것을 요구

한다.464)로마규정 제17조의 재 격성(보충성의 원칙)도 국제형사법의 직

이행 시스템과 간 이행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제로 한 것이다.그

지 않다면 이 두 시스템은 피고인들을 우연에 의하여 다르게 취 하는 것인

데,이러한 다른 취 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하에서는 ICC로마규정

의 이행입법을 계기로 발된 각국의 지휘 책임의 다원화 상을 살펴본다.

참고로 다음 에서 다룰 각국의 이행입법의 내용을 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65)

의 내용, 그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는 국제형법이 결정한다. ICTY,

Hadžihasanovi& Kubura(IT-01-47),TrialJudgement,15Mar2006,para.137.

464)독일 국제형법 은 국제형사법을 독일 국내 형법 체계에 도입하기 하여 만들어진 것이

다.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내 형법의 일부가 아니다.C.J.M.Safferling,“Germany's

AdoptionofanInternationalCriminalCode”,AnnualofGerman& EuropeanLaw Vol

1-3,BerghahnBooks,2004,p.380; 랑스의 법원(Courdecassation)은 KlausBarbie

사건에서 CrimesAgainstHumanity는 그 성질에 비추어 랑스 국내법의 역에 속하지

않으며,국제형법 질서에 속한다고 1983년 시하 다.W.N.Ferdinadusse,Direct

ApplicationofInternationalCriminalLaw inNationalCourts,T.M.C.AsserPress,2006,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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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 의무

위반

고의의 감 의무위반 5년 이하

립과실의 감 의무위반 3년 이하

제14조 고의 보고의무 작위 5년 이하

한

제5조 알  범죄방 의무 작

위

하의 범죄에 

정한 형
제5조는 양벌규정 형식 사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에”) 제15조 

무태만

제1항 고의 무태만 7년 이하

제2항 과실 무태만 5년 이하

제3항 고의 범죄고  

무태만
5년 이하

제2 각국의 이행입법 개

국은 ICC로마규정 이 에 이미 많은 국제범죄를 국내법화하 으나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확실하게 충족시키기 하여 기존에 국내법에 마련

된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는 신에 로마규정의 내용을 거의 그 로 따르는

이행입법을 새로 제정하 다.466)상 자책임에 있어서는 로마규정 제28조를

그 로 답습하 다.467)

호주의 이행입법의 지휘 책임은 ICC로마규정 제28조를 거의 그 로 따르

고 있다.468)469)ICC 로마규정과의 요한 차이 은 두 가지가 있다.첫째는

465) 체 으로 정범공범을 엄격히 구분하는 륙법계 국가는 책임형식과 독립범죄로 구분하

여 구성하 고,정범과 공범의 단일체계에 가까운 미법계 국가는 로마규정을 (거의)그

로 따르거나 독립범죄로 구성하 다.

466)E.Wilmshurst,“ImplementationoftheICCStatuteintheUnitedKindom”,inStates’

Responses To Issues Arising From The ICE Statute:Constitutional,Sovereignty,

JudicialCooperationandCriminalLaw(EditedbyR.S.Lee),TransnationalPublishers,

Inc.,2005,pp.148-149.

467)상 자책임 이외에도 로마규정 제30조의 범죄의 정신 요건도 로마규정에 따랐다.Ibid.,

pp.150-151;InternationalCriminalCourtAct2001,S.65Responsibilityofcommanders

andothersuperiors.

468)호주는 2002년 국제형사재 소(후속개정)법을 제정하여 형법에 268장(Division268)을 신

설하여 124조에 걸쳐 로마규정상의 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 다.한상훈,호주의 ICC이행

입법 연구,국제형사재 소 로마규정 이행입법 외국 입법례 연구,법무부,2008,92면.

469)crimes를 offences로 바꾸었고,부하의 범죄에 하여 작 는 부작 라는 표 을 으

로서 국제범죄를 부작 로 범할 수 있다는 을 명백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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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 한 사법방해죄가 부하의 범죄에 포함된다.이것은 로마규정과 다르

며,다른 입법례에서도 찾아 보기 어렵다.둘째는 군 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

휘 에 한 로마규정 제28조(a)의 주 요건인 “과실”(shouldhaveknown)

기 을 “무모함”(recklessness)기 으로 변경하여 로마규정보다 ICTY의 례

의 기 에 가깝게 바꾸었다.470)

일본은 ICC로마규정에 가입하고 국제 형사 재 소에 한 력 등에 한

법률(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기는 하 으나.로

마규정의 국제범죄를 일본에서 직 처벌하는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

다.471)일본 국내법에는 로마규정 제28조의 상 자책임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

다.일본에서는 로마규정의 상 자책임의 국내이행과 련하여 공범과 같은

이미 존재하는 법 개념을 활용하자는 주장과,상 자책임이라는 새로운 법

개념을 도입하여 처벌하자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472)지휘 책임에 한

일본의 거부는 도쿄 재 과 일부 련이 있다고 한다.많은 일본인이 도쿄 재

을 승자의 정의(victor’sjustice) 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일본인은 지휘 책

임이 도쿄 재 에서 승자의 정의를 부과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 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473)

이하에서는 지휘 책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행입법을 한 캐나다,네덜란드,

독일의 내용을 고찰한다.다만,독일은 그 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별도의

에서 살펴본다.

470) 구체 인 내용는 호주 형법(CriminalCode Act 1995) 268.115 Responsibility of

commandersandothersuperiors참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5C00368/Html/Volume_22016.5.29.최종 속.

471)N.Saiki,“Japan’sView ontheInternationalCriminalCourt,ImplementingtheRome

Statute:Canada’sExperience”,inStates’ResponsesToIssuesArisingFrom TheICE

Statute:Constitutional,Sovereignty,JudicialCooperationandCriminalLaw(Editedby

R.S.Lee),TransnationalPublishers,Inc.,2005,p.259.

472)Ibid.,p.269.

473) 한 일본은 국제범죄에 하여 시효를 용하기 때문에 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과

련하여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J.Meierhenrich/K.Ko,"How Do

StatesJointheInternationalCriminalCourt?TheImplementationoftheRomeStatutein

Japan",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Vol.7,2009,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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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00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쟁범죄법

(CrimesAgainstHumanityandWarCrimesAct)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제5조 군지휘 의 책임 반죄(Breach of responsibility by military

commander)

(1)군지휘 은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지른 것이다.

(a)군지휘 이

(i)그의 실효 지휘와 통제 는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자가 제4조의 범죄를 질

다. 는,

(ii)본 조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그의 실효 지휘와 통제 는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히 통제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자가

6조의 범죄를 질 다.

(b)군지휘 은 그 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거나 범하고 있다는 것

을 알았거나 형사 과실로 알지 못하 다.

(c)군지휘 은 그 이후

(i)제4조 는 제6조의 범죄의 실행이나 진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는,

(ii)수사와 기소할 할 당국에 그 사안을 보고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상 자의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byasuperior)

(2)상 자는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지른 것이다.

(a)상 자가

(i)그의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

았고 그 결과 그 자가 제4조의 범죄를 질 다. 는,

(ii)본 조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그의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

여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자가 제6조의 범죄를 질

다.

(b)상 자는 그 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거나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 자에 의하여 그러한 범죄가 범해지려고 하고 있거나 범해지고

I.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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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다.

(c)그 범죄는 상 자가 실효 권 와 통제를 가지고 있는 활동과 련되어 있

다.

(d)상 자는 그 이후

(i)제4조 는 제6조의 범죄의 실행이나 진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는,

(ii)수사와 기소를 할 할 당국에 그 사안을 보고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

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공모,미수 등

(2.1)본 조(1) 는 (2)의 범죄의 공모범(conspiracy) 는 미수범,본 조(1) 는 (2)

의 범죄와 련된 사후종범(anaccessoryafterthefact),조언범(counsel)은 독

립된 범죄로 처벌된다(isguiltyofanindictableoffence).

처벌

(3)본 조 (1),(2) 는 (2.1)의 범죄를 지른 자는 종신구 형에 처할 수 있다.

정의(definition)

(4)본 조에 있는 정의는 본조에 용된다.

군지휘 (militarycommander)은 사실상 군지휘 으로 행동하는 자와 군지휘

에 필 되는 권 와 통제의 정도를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는 자를 포함한다.

상 자는 군지휘 이 아니지만 그러한 권 를 가진 자(apersoninauthority)

를 뜻한다.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제7조 군지휘 의 책임 반죄(Breach of responsibility by military

commander)

(1)군지휘 은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지른 것이다.

(a)군지휘 이,캐나다 밖에서

(i)그의 실효 지휘와 통제 는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자가 제4조의 범죄를 질 다. 는,

(ii)본 조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그의 실효 지휘와 통제 는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히 통제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자가 제6조

의 범죄를 질 다.

(b)군지휘 은 그 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거나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형사 과실로 알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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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지휘 은 그 이후

(i)제4조 는 제6조의 범죄의 실행이나 진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그

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는,

(ii)수사와 기소할 할 당국에 그 사안을 보고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

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상 자의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byasuperior)

(2)상 자는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지른 것이다.

(a)상 자가,캐나다 밖에서

(i)그의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

고 그 결과 그 자가 제4조의 범죄를 질 다. 는,

(ii)본 조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그의 실효 권 와 통제에 있는 자에 하여

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자가 제6조의 범죄를 질 다.

(b)상 자는 그 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거나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 자에 의하여 그러한 범죄가 범해지려고 하고 있거나 범해지고 있다

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다.

(c)그 범죄는 상 자가 실효 권 와 통제를 가지고 있는 활동과 련되어 있다.

(d)상 자는 그 이후

(i)제4조 는 제6조의 범죄의 실행이나 진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

지 않았다. 는,

(ii)수사와 기소를 할 할 당국에 그 사안을 보고하기 하여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공모,미수 등

(2.1)본 조(1) 는 (2)의 범죄의 공모범(conspiracy) 는 미수범,본 조(1) 는 (2)

의 범죄와 련된 사후종범(anaccessoryafterthefact),조언범(counsel)은 독

립된 범죄로 처벌된다(isguiltyofanindictableoffence).

할

(3)본 조 (1),(2) 는 (2.1)의 범죄를 지른 의를 받는 자는 그 범죄에 하

여 제8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처벌

(4)본 조 (1),(2) 는 (2.1)의 범죄를 지른 자는 종신구 형에 처할 수 있다.

할

효력 발생 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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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본 본의 효력 발생 에 본 조의 범죄를 구성하는 작 나 부작 가 발생한 경

우에,그 작 나 부작 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작 나 부작 가 습국

제법이나 조약국제법을 반하 거나 는 국제공동체(the community of

nations)에 의해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thegeneralprinciplesoflaw)에 따라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그 범죄실행의 시간과 장소의 법(thelaw)에 반되

는지 여부와 상 없이,본 조의 (1)(a)(ii)와 (2)(a)(ii)가 용된다.

정의(definition)

(6)본 조에 있는 정의는 본조에 용된다.

군지휘 (militarycommander)은 사실상 군지휘 으로 행동하는 자와 군지휘

에 필 되는 권 와 통제의 정도를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는 자를 포함한다.

상 자는 군지휘 이 아니지만 그러한 권 를 가진 자(apersoninauthority)를

뜻한다.

1.개

캐나다의 인도에 반하는 죄와 쟁범죄법(이하 “국제범죄법”)은 캐나다 내의

범죄에 하여 제4조(1)에서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제5조(1)

에서 군지휘 의 책임 반죄(Breach of responsibility by military

commander),제5조(2)에서 상 자의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by

asuperior)를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동일한 범죄에 하여 국

제범죄법 제6조와 제7조에서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474)다만,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책임 반죄(제5조)와 달리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책임 반죄

(제7조)에 하여는 습국제법,조약국제법,국제공동체에 의해 인정되는 법

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제범죄법 제정 이 의 범죄에 하여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용하기 한 특칙들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7조(3),(5)].

474)제4조에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가,제6조에는 캐

나다 밖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가 규정되어 있다.제6조(1)에서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제5조(1)에서 군지휘 의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bymilitarycommander),제5조(2)에서 상 자의 책임 반

죄(Breachofresponsibilitybyasuperior)를 규정하고,제7조(1)에서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군지휘 의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bymilitarycommander),제7조(2)에서 캐

나다 밖에서 상 자의 책임 반죄(Marginalnote:Breachofresponsibilitybyasuperior)를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밖의 책임 반죄에 하여는 2차 의 범행이라도 처벌할 수 있

다(7(1)(a)(ii),7(2)(a)(ii),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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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임 반죄

캐나다의 이행입법은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라는 새로운 범죄

를 창설하 다.상 자가 캐나다의 국내외에서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자들에

한 통제의무를 반하고,이들에 의하여 범해진 국제범죄들에 하여 알고

있었거나 형사 과실로 알지 못하여 범죄방지,억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

벌된다(제5조,제7조).지휘 책임은 “기소가능한 범죄(anindictableoffence)”

이며 군지휘 의 책임 반죄[Breachofresponsibilitybymilitarycommander,

제5조(1), 7조(1)], 상 자의 책임 반죄[Breach of responsibility by a

superior,제5조(2),7조(2)]로 구분된다.따라서 지휘 이나 상 자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책임 반죄로 기소된

다.475)

캐나다가 지휘 책임을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에 한 참

가의 형식(aform ofcommittingoneofthethreecorecrimes)이 아니라 독

립된 범죄(adistinctoffence)로 규율한 이유는 헌법의 원칙과의 충돌이었다.

캐나다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살인죄에 한 유죄는 사망을 의도하 거나 그

가 사망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체 해악을 야기할 것

을 의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피고인의 책임이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 피고인

에게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하여 유죄 결(stigmatiseapersonwith

aconvictionforaseriouscrime)을 하는 것은 정의의 근본 원칙(principlesof

fundamentaljustice)에 반한다.476)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처럼 부하가 지른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에 하여 상 자의 과실을 기 로 책임

을 지게 하는 것은 캐나다의 헌법(Charter)에 반한다고 단한 입법부는 책

임 반죄라는 덜 심각한 독립된 범죄를 창조함으로써 지휘 책임의 완화된 주

요건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 다.그러나,캐나다의 책임

475)캐나다의 책임 반죄는 상 자의 법 인 작 의무를 명확히 창조하고 그러한 의무의 불

이행을 범죄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F.Lafontaine,ProsecutingGenocide,Crimes

AgainstHumanityandWarCrimesinCanadianCourts,Carswell,2012,p.198.

476)R.v.Martineau,[1990]2S.C.R.633at645;W.A.Schabas,“CanadianImplementing

LegislationfortheRomeStatute”,YearbookofInternationalHumanitarianLaw Vol.3,

2000,T.M.C.AsserPress,2002,p.342.



- 185 -

반죄는 종신 구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에 비추어 이러한 입법부의 의도가

성공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 이 있다.477)

캐나다의 이행입법은 지휘 책임에 하여는 임의 종신 구 형을 규정하

고[제5조(3),제7조(4)],동 법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

죄에 하여는 고의 살인이 기본범죄인 경우에 필요 종신 구 형을,기타

의 경우에는 임의 종신 구 형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2),제6조(2)]478).로

마규정 제77조가 국제범죄에 하여 원칙 으로 30년을 과하지 않는 구 형

에 처하도록 하면서,범죄가 극히 하고 피고인의 개별 정황에 의해 정

당화되는 경우에 종신 구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하여 매우

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79)특히 캐나다의 지휘 책임

477)F.Lafontaine,ProsecutingGenocide,CrimesAgainstHumanityandWarCrimesin

CanadianCourts,Carswell,2012,pp.195-197.

478)캐나다의 국제범죄법 제15조(1)은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에 의하여 종신

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계획되고 의도 인 살인을 기본범죄로 하는 경우에는 25년 이후

에 가석방(parole)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범죄자의 성격,범죄의 성질,범죄 실행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10년 이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와 가석방의 일반 요건에 따라 가석방

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한편,책임 반죄에 하여 종신 구 형을 선고

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의 일반 요건에 따라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1.1)].한편,캐나다에서는 법에서 그것이 최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보다 경

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nopunishmentisaminimum punishment

unlessitisdeclaredtobeaminimum punishment)[캐나다 형법 718.3(2)].따라서 임의

종신 구 형인 책임 반죄의 경우에 종신 구 형을 선고하지 않고 범죄의 성과 범인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캐나다 형법 718.1).유기 고형은 물론 벌 을 선고

할 수도 있으며 형의 선고를 유 (probation)할 수도 있고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종신 구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피고인에 하여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pleadsguilty),공 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

죄 결(convict)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조건 없이 는 일정한 조건 하에 방면(discharge)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용되지 않는 제한이 용된다[캐나다 형법 730(1)].캐나다의 경우에 형

의 선고는 통 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 고,법원은 빈번히 최고형을 선고하 다.캐나다

에서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제한하기 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J.Hermida,

CriminalLawinCanada2nded.,WoltersKluwer,2015,p.66-74.

479)캐나다의 Lafontaine은 로마규정의 기 자들이 양형에 있어서 각국에게 일정한 재량의 여

지를 주고자 로마규정 77조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 다고 주장한다.그런데,문제는 ICC는

국제범죄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을 주로 기소하고,캐나다와 같은 개별 국가들은 ICC에서

기소하고 남은 하 의 범죄자들을 주로 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이것은 범죄의 발생

에 기여한 자들의 계층 구조에서 하 에 있는 자들이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 모순을 래하

게 될 것이라고 비 한다.F.Lafontaine,“Canada’sCrimesAgainstHumanityandWar

CrimesActonTrial”,JournalofInternationalCriminalJustice8,2010,p.286;캐나다의

CrimesAgainstHumanityandWarCrimesAct에 있어서의 가석방에 련된 설명은 W.

A.Schabas,“Canadian Implementing Legislation fortheRomeStatute”,Yearboo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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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반죄)은 형사 과실을 기 로도 성립되는데 이에 하여도 종신 구 형

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캐나다의 입법자가 국제범죄의 발생에 하

여 상 자의 책임이 크다고 단한 것이다.이러한 캐나다의 형 규정은 독

립책임설의 채택과 더불어 캐나다 국제범죄법의 특징이 된다.

책임 반죄에 하여 공모범(conspiracy),미수범,사후종범(an accessory

afterthefact),조언범(counsel)480)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들은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isguiltyofanindictableoffence).이들도 종신 구

형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캐나다의 지휘 책임이 독립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이 외에도 형법의 범죄에 한 모든 참여형식이 용될 수 있게 되었다. 를

들어 상 자로 하여 그 상 자의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말거나 는 억제

하지 말라고 교사(incite)한 자는 캐나다 형법의 용에 의해 처벌된다.481)

3.구성요건

캐나다의 국제범죄법은 군지휘 과 상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482)이

러한 구분의 이유는 군지휘 과 상 자에 하여 용되는 주 요건의 차

이에 있다.즉 군지휘 에 하여는 인식이나 형사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 자에 하여는 인식이나 무모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이

러한 에서 캐나다는 ICC로마규정의 취지를 따르고 있다.

캐나다의 지휘 책임의 구조 특징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쟁 별로 모으로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병렬 구성이다.즉 책임 반죄의 성립요

InternationalHumanitarianLawVol.3,2000,T.M.C.AsserPress,2002,p.345참조.

480)조언(counsel)은 보통 범죄의 발생 이 에 충고나 격려를 하는 공범을 말한다.Black’s

LawDictionary5thed.,WestPublishingCo,1979,p.314참조.

481)F.Lafontaine,ProsecutingGenocide,CrimesAgainstHumanityandWarCrimesin

CanadianCourts,Carswell,2012,p.204.

482)캐나다의 이행입법은 로마규정과 마찬가지로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구

분하고 있다.다만,군지휘 (militarycommander)는 사실상의 군지휘 (apersoneffectively

actingasamilitarycommander)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군지휘 에 필 되는 권 와 통제

의 정도를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는 자를 포함한다[CrimesAgainstHumanity andWar

CrimesAct제5조(4),제7조(6)].민간인 상 자(civiliansuperior) 신에 상 자(superior)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이를 군 지휘 이 아니지만 권 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Crimes

AgainstHumanityandWarCrimesAct제5조(4),제7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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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상 자가 지휘 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상 자가 그의 부하에 하여 한 통제를 하지 않았고,그 결과로 인하

여 그 부하가 국제범죄(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를 질 고,

(2)상 자는 그 부하가 범죄를 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나 지르고 있

는 이라는 것에 한 주 요건을 갖추고,(3)부하의 범죄의 실행 는

추가 인 실행을 방지,억제하기 하여 는 수사와 기소를 할 할 당국에

그 사안을 보고하기 하여 상 자는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필요하고 합

리 인 조치를 사실상 가능한 한 한도에서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이러한 병

렬 구성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장 이 있다.

캐나다의 책임 반죄는 제5조와 제7조에서 모두 지휘 과 상 자의 한

통제를 행사하지 못한 결과(asaresult)로서 그의 효율 통제를 받는 부하가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를 질 다고 규정하여 지휘 과 상

자의 한 통제의 불행사와 부하의 범죄 사이의 인과 계를 명문으로 요구

하고 있다.이러한 인과 계가 오로지 범죄방지의무에만 련되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483)

캐나다의 이행입법은 상 자가 그의 부하에 하여 한 통제를 하지 않

은 부작 와 그로 인한 부하의 국제범죄 실행을,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

지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은 부작 와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

다.따라서 캐나다의 이행입법에서는 부하의 범죄에 한 상 자의 인식 는

과실 뿐만 아니라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히 통제하지 않은 부작 자체

에 한 주 요건이 문제될 것이다.일반 으로는 캐나다에서는 범죄의 정

의에 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례가 주 요건을 특정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무모함(recklessness)을 주 요건으로 보고 있

다.484)국제범죄법 제2조(2)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와 표 은 캐나다 형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한 에 비추어

483)F.Lafontaine,ProsecutingGenocide,CrimesAgainstHumanityandWarCrimesin

CanadianCourts,Carswell,2012,p.198.

484)J.Hermida,CriminalLawinCanada2nded.,WoltersKluwer,2015,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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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의 감독의무 반의 주 요건은 recklessness를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편,국제범죄법이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이라는 ,

국제범죄법이 습국제법을 존 하는 취지와 법 안정성을 해 로마규정이

습국제법을 반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4조(3),(4),제6조(3),(4)]등에

비추어 로마규정 제30조가 용되고 따라서 주 요건에 한 명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recklessness로는 부족하고 인식(knowledge)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485)

부하의 범죄에 한 주 요건은 군지휘 에 하여는 인식과 형사 과

실(knows,oriscriminallynegligentinfailingtoknow)을,민간인 상 자

(superior)에 하여는 로마규정과 동일하게 무모함(recklessness)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부하의 범죄에 한 주 요건은 로마규정과 표 의 차이가

조 있지만 실질 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486)

4.소결

캐나다의 이행입법은 “상 자가 그의 부하에 하여 한 통제를 하지 않

았고,그 결과로 인하여 그 부하가 국제범죄를 질 을 것”을 지휘 책임의

별개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이것이 “상 자가 부하들을 하게 통제하

지 못한 결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로마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캐나다의 국제범죄법은 명백히 독립범죄설을 취하면서 병렬 범죄성립요건

의 나열을 통해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꾀하고 있으며,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인식이 있었던 경우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동등한 범죄로 구성하

고 있다.인과 계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책임형식설의

입장도 가미되었다.

485)독일의 국제형법 제13조 제1항은 상 자가 자신의 감독의무 반에 하여 고의인 경우

와 과실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486)캐나다의 국제범죄법은 형사 과실이라고 하고 있고,로마규정은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했

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표 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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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제범죄법(InternationalCrimesAct)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법의 목 에 있어서

(b)상 자는 다음을 말한다.

(i)한 사람 는 그 이상의 부하에 하여,실효 지휘 는 권 를 가지고 있

거나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군 지휘 는 군지휘 으로 사실상 행동하는

자

(ii)민간인 자격으로 한 사람 는 그 이상의 부하에 하여 실효 권 나 실

효 통제를 행사하는 자

제3장 형사책임의 확장

제9조

1.다음의 경우에 상 자는 제2장에 규정된 범죄에 정해진 형에 처한다.

(a)부하가 그러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고의로 허용한 경우, 는

(b)부하가 그러한 범죄를 범했거나 는 범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 자에게 요

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그 상 자가 고의로 취하지 않은 경우

2. 구라도 부하가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했거나 는 범하려고 하고 있다

고 의심할 만한 합리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

치를 유책한 과실에 의해서 취하지 않은 경우,그는 제2조에 규정된 정범의

법정형 상한의 3분의 2이하에 처한다.

3.제2항이 용되는 경우에 정범의 법정형이 종신 구 형이면 상 자의 형기는

15년 이하의 구 형에 처한다.

II.네덜란드

1.개

네덜란드는 ICC로마규정에 1998년 7월 18일 서명하고,2001년 8월 18일 이

를 비 하 다.로마규정의 발효에 따라 네덜란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행입법을 추진하 다.첫째,네덜란드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ICC가 치한 국가로서 ICC에 다양한 형태의 법 그리고 기타의 력을 제

공하기 하여 국제형사재 소이행법(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mplementationAct)을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 다.둘

째,로마규정에 부합하게 네덜란드 국내법에 있는 제 규정들을 개정하는 개정

법(TheAmendmentAct)을 제정하여 2002년 8월 8일 효력이 발생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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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ICC에서 증을 한 것도 증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셋째,

로마규정에 포함된 범죄들이 네덜란드에서도 범죄가 되도록 하는 국제범죄법

(InternationalCrimesAct)은 2003년 6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 10

월 1일 효력을 발생하 다.487)이 법은 로마규정에 있는 국제범죄 외에도

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독립된 범죄로서의 고문(제8조)까지 포함하

고 있다.한편 테러리즘,노 무역,비행기의 납치(hijackingofaeroplanes)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범죄들은 일반 형법의 용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러나,네덜란드 정부는 국제형법의 일반

원칙 에서 시효의 용배제와 지휘 책임이 와 같이 국제범죄법에 규정되

지 않은 범죄들에는 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 다.488)지휘 책임은

네덜란드 국제범죄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동법에 규정된 국제범죄

들의 가벌성의 인 범 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489)

2.지휘 책임 -형사책임의 확장

네덜란드의 국제범죄법의 지휘 책임 규정은 ‘형사책임의 확장’이라는 제목

을 가진 제3장에 규정되어 있다.제3장은 지휘 책임에 한 제9조로만 이루

어져 있으며,국제범죄를 규정한 제2장(crimes)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반원

칙을 규정한 제4장(generalprovisionsofcriminallaw andprocedure)사이에

치한다.490)이것은 ICTY 규정과 로마규정이 지휘 책임을 형법의 일반원칙

의 하나인 개인의 형사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태도이다.비록

네덜란드가 지휘 책임을 형법의 일반원칙의 밖에 치시켰지만 형사책임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그 법 성격을 독립범죄설 보다는 책임형식설

487)제2장에는 집단살해(제3조),인도에 반하는 죄(제4조), 쟁범죄(제5-7조),고문(제8조)이

규정되어 있다; 어 번역본은 ICC홈페이지 네덜란드 이행입법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것

이다.270 Actof19 June 2003 containing rules concern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Crimes Act)https://www.legal-tools.org

/en/browse/national-implementing-legislation-database/2016.4.5.최종 속.네덜란드어

원문은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stb-2003-270.html에서 찾을 수 있다.2016.

4.5.최종 속.

488)G.Sluiter,“ImplementationoftheICCStatuteintheDutchLegalOrder”,Journalof

InternationalCriminalJustice2,2004,p.174.

489)Ibid.,p.176.

490)제1장은 일반규정으로 제1조는 정의(definition)에 한 것이고,제2조는 인 할에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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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국제범죄법에서 지휘 책임의 주체는 상 자이다.이들은 군 지

휘 는 사실상의 군지휘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말한다.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은 부하들에 하여 실효 지휘 는 권 를 가지고 있

거나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자이며,491)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는 민간인

자격으로 부하들에 하여 실효 권 나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자이다.네

덜란드의 국제범죄법에서 민간인은 군과 달리 실효 지휘나 권 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이에 반하여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은 실효 지휘 는 권 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실효

지휘를 행사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따라서 네덜란드의 국제범죄법은 상

자라는 통일 용어 속에서 모든 유형의 상 자,즉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

휘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포함시키고 있지만,실제로는 민간인 상

자에 하여는 실효 권 나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지휘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를 지휘 책임의 주

성립요건에서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되는 요건에서 차별

을 하고 있다.이것은 ICTY의 례나 로마규정은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다

는 ,즉 실효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자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상

자와 부하의 계를 단하고 있음에 반하여 네덜란드의 국제범죄법은 이러

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지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따라서 이러

한 면에서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는 군지휘 이나 사실상의 군지휘 보다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되는 요건이 더 까다롭다.492)

491)제1조(b)(i)의 규정은 부하들에 하여 실효 지휘 는 권 를 가지는 자는 군지휘 ,부

하들에 하여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자는 사실상의 군지휘 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도 있고,실효 지휘 는 권 를 가지는 자와 부하들에 하여 실효 통제를 행사하는

자는 군지휘 이거나 사실상의 군지휘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다. 자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군지휘 은 실효 지휘 는 권 를 가지고

있지만,부하들에 하여 실효 통제를 행사하지 않아도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결론

이 된다.이것은 실효 통제를 핵심으로 상 자의 지 를 단하여 온 습국제법이나 로

마규정 제28조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492)이 은 로마규정 제28조가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휘 )과 기타의 (민간인)상 자를 구

별하고 기타 상 자에 한 지휘 책임 성립요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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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국제범죄법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고의가 있었던 경

우와 과실이 있었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493)제9조(1)은 상 자가 부하가 집

단살해,인도에 반하는 죄, 쟁범죄,고문(이하 “범죄”)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

하거나 이를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제9조(2)는 상 자

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

우이다.494)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하가 지른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

고,과실의 경우에는 부하가 지른 범죄의 법정형 상한의 3분의 2이하로 형

을 감경한다.

네덜란드는 부하의 범죄의 발생 시기에 따른 상 자의 의무에 하여는 언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기

으로 지휘 책임을 구분하고 있지만,범죄를 방지할 의무,억제할 의무,

는 처벌(보고)할 의무의 구별에 따라 지휘 책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따라

서 범죄를 방지할 의무 반,억제할 의무의 반과 범죄를 처벌할 의무의

반은 같은 형벌로 처벌된다.

3.특징

네덜란드 국제범죄법의 지휘 책임의 특징은 그 간결성에 있다.로마규정이

군지휘 과 기타 상 자를 구분하여 주 요건을 달리하는 등 상세한 요건

을 규정한 것에 반하여 네덜란드는 군지휘 과 기타 상 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 인 상 자의 개념을 쓰면서 이러한 상 자의 지휘 책임을 고의와 과실

에 의하여만 구분하고 있다.로마규정이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지휘

책임 성립을 그 주 요건에서 어렵게 하고 있음에 반하여 네덜란드는 정의

규정(제1조)에서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가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되는 요건

493)네덜란드의 지휘 책임 제9조(2)의 유책한 과실(culpablyneglectstotakemeasures)은

한 과실(serious negligence)을 뜻한다고 한다. H. Verweij/M. Groenleer, “The

Netherlands’LegislativeMeasurestoImplementtheICC Statute”,inStates’Responses

To Issues Arising From The ICE Statute: Constitutional, Sovereignty,Judicial

CooperationandCriminalLaw(EditedbyR.S.Lee),TransnationalPublishers,Inc.,2005,

p.96.

494)제9조(2)는 주어를 상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9(2)에서 부하(asubordinate)라

는 용어를 쓰고 있고 제1조에서 상 자의 정의할 때 부하라는 용어를 사용한 에 비추어

여기의 “ 구라도”는 상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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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군지휘 기타 상 자의 책임]

(1)자신의 하 자가 이 법에 정한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hindern)하지 아니

한 군지휘 는 민간인 상 자는 하 자가 범한 범죄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이 경우 형법 제13조 제2항은 용되지 아니한다.

(2)부 내에서 사실상의 명령권 는 지휘권과 통제를 행사하는 자는 군지휘

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민간단체 는 기업체에서 사실상의 지휘권과 통

제를 행사하는 자도 민간인 상 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감독의무 반]

(1)자신의 명령권 는 사실상의 감독 하에 있는 하 자를 하게 감독하는

것을 고의 는 과실로 부작 한 군지휘 은 하 자가 이 법에 정한 범죄를

범하 고 군지휘 이 하 자의 범죄가 임박한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하

자의 범죄행 를 방지(verhindern)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감독의무 반으로

처벌한다.

(2)자신의 지시권 는 사실상의 감독 하에 있는 하 자를 하게 감독하는

을 군지휘 보다 어렵게 규정함으로 이를 반 하고 있다.

Sliedregt는 네덜란드의 이행입법의 제9조(2)은 과실에 의한 직무 반이며,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495)제9조(1)과 제9조(2)의 차이는 고의

이냐 과실이냐의 차이에 있다.Sliedregt는 상 자가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경

우에는 부하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지만,과실에 의한 가담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범죄라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설명에 기 하면 네덜란드

국제범죄법의 제3장의 “형사책임의 확장”은 제9조(1)에서 고의의 부작 에 의

해 부하의 범죄에 가담한 상 자에게 부하의 범죄의 가벌성이 확장(정범의 형

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 독일 국제형법

495)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p.203;H.Verweij/M.Groenleer,“TheNetherlands’Legislative

MeasurestoImplementtheICCStatute”,inStates’ResponsesToIssuesArisingFrom

The ICE Statute: Constitutional, Sovereignty, Judicial Cooperation and Criminal

Law(EditedbyR.S.Lee),TransnationalPublishers,Inc.,2005,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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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의 는 과실로 부작 한 민간인 상 자는 하 자가 이 법에 정한 범

죄를 범하 고 민간인 상 자가 하 자의 범죄가 임박한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하 자의 범죄행 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감독의무 반

으로 처벌한다.

(3)제4조 제2항은 용된다.

(4)감독의무를 고의로 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과실로

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4조 [범죄보고불이행]

(1)하 자가 범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지체없이 그 범죄의 수사 는 소추

를 할하는 기 에 고지하지 아니한 군지휘 는 민간인 상 자는 5년 이

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제4조 제2항은 용된다.496)

I.개

국제형법 의 입법자들은 ICC 로마규정이 2002년 당시 일반 으로 인정된

국제형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못한다고 보았다.독일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

은 로마규정뿐만 아니라 독일 헌법,형법의 일반원칙, 습국제법을 모두 고려

하 다.497)

독일 국제형법 은 국제범죄에 하여 로마규정의 원칙이 용될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국제형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에 규정하고

독일의 일반 형법에 우선하여 용시키고 있다.498)따라서,독일 형법의 제1

조,제2조,제3조의 규정과 형법의 일반 원칙들( 를 들면 고의 는 과실의

요건)이 국제형법 에 용된다.499)국제형법 제5조는 국제형법 에 규정된

496)독일 국제형법 의 번역에 하여는 조상제,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독일 국제

형법 의 입법과정과 내용,형사정책연구원,2008,147-160면을 일부 수정하 다.

497)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44-645f.

498)제2조[일반법의 용]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서는 이 법 제1조와 제3조 내지 제5조에

서 달리 규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용된다.

499)국제형법 2조는 동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와 련이 없는 형법의 일반 원칙은 로

마규정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아 독일 형법을 용하도

록 하고 있다. Bundesratsvorlage vom 18. Januar 2002, in Materialien zum

Volkerstrafgesetzbuch: Dokumentation des Gesetzgebungsverfahrens, Beitrage zur

Strafrechtswissenschaft Bd.6(Edited by S.R.Lüder/T.Vormbaum),LIT Verlag

Munster,2002,S.26-27ff;E.d.Wet/H.Hestermeyer/R.Wolfrum,The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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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죄의 소추와 그 범죄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00)국제형법 이 독자 인 범죄로 각칙에 규정하고 있

는 감독의무 반(제13조),범죄보고불이행(제14조)은 그 법정형의 단기가 1년

미만의 자유형인 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가 용된다.501)따라서 시효로

인하여 독일 법원이 제13조,제14조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ICC가

재 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ICC에 하여 독일

이 우선 인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국제형법 의 제정 목

과 부합하지 않는다.502)

국제형법의 책임형식인 지휘 책임은 독일 국제형법 의 제정에 있어서 가

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다.특히,헌법의 책임주의(Schuldprinzip)를 엄격하게

수하고 있는 독일 형법과의 조화 여부가 문제되었다.503)

ofInternationalLawinGermanyandSouthAfrica,PretoriaUniversityLaw Press,2015,

p.390.

500)제5조[시효]이 법에 규정된 범죄 죄의 소추와 그 범죄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의 집행

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501)독일 형법에서 자유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인 범죄를 죄(Verbrechen),그 보다 경한 단기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경죄(Vergehen)라고 한다;독일 형법 제12조〔 죄

경죄〕① 죄(Verbrechen)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행 를 말한다.② 경죄(Vergehen)는 법정형의 하한이 제1항보다 경한 자유형 는 벌 형

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행 를 말한다.③ 총칙규정에 의한 형의 가 이나 감경 는 특히

한 사안이나 경한 사안에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의 가 이나 감경은 죄 경죄의 구

별기 이 되지 아니한다.

502)로마규정은 그 할 범죄에 하여 시효의 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로마규정 29조).반

면에 독일은 통 으로 국제범죄의 시효에 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독일은

1970년 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한 시효의 부 약,1974년 인도에 반한 죄와

쟁범죄에 한 시효의 부 용에 한 유럽 약에 하여 가입을 주 하고 있다.독일의 법

원들은 인도에 반한 죄에 쟁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도 사법(privatelaw)과 강제노동에

한 사례가 련되는 한 집요하게 시효를 용해 왔다.따라서 독일의 의회는 국제범죄에

한 시효 자체를 폐기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로마규정의 태도를 따르지 않았다.C.J.

M.Safferling,“Germany's Adoption ofan InternationalCriminalCode”,Annualof

German& EuropeanLawVol1-3,BerghahnBooks,2004,pp.375-376.

503)Ibid.,p.374;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

473;국제형법 은 헌법 법치국가의 요청,특히 책임원칙을 고려하여 로마규정 제28조의

상 자책임을 상이한 불법내용을 가진 개별 규정으로 상세화하 다.독일 입법자는 책임원

칙을 지키기 하여 ‘과실로 하 자가 국제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상 자’를 하

자가 범한 범죄의 정범처럼 는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포기하 다. 한 독일 입법자

는 범죄를 범한 하 자를 과실로 신고하지 않은 상 자를 처벌하는 것도 포기하 다.과실

로 신고하지 않은 상 자에 한 처벌을 포기한 이유를 입법이유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J.

Bülte,Ibid.,S.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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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책임을 독일 국내 형법의 보증인지 에 근거한 부진정부작 범으로

이해한 독일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을 유형별로 분리하 다.504)이것은 국

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 책임형식설을 취한 결과이다.피

고인이 부하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를 보증인의 보증인

의무 반으로 구성하여 발생한 범죄에 하여 처벌하되 그 형을 정범의 형으

로 하 다(제4조).505)독일 형법은 과실방조나 과실부작 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과실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부진정부작

범이나 과실부작 범으로 직 구성하지 못하고 상 자의 감독의무 반죄

(제13조)로 규정하 다.이미 부하가 범죄를 완성한 경우에는 보증인지 를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제14조에서 범죄보고의무불이행으로 규정하 다.506)

독일 국제형법 제4조,제13조,제14조는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

권자)모두에 하여 용된다.다만,ICC로마규정의 취지를 반 하여 제13조

(감독의무 반)는 지휘 에게는 범죄 실행 이 에 하 자의 범죄사실을 인식

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는 범죄 실

행 이 에 하 자의 범죄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의 범죄성립요건의 충족이 더 어렵게 되어 있다.

504)독일 국제형법 상 상 자책임은 세 가지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다:단일정범 고의 참가

를 규율하는 제4조,과실의 감독의무 반을 통해 하 자의 범죄에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제13조 그리고 범죄를 범한 하 자를 소추하지 않는 행 를 규율하는 제14조.앞의 두 개는

범죄참가에 한 규율이다. 어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하다.Bülte,Ibid.

505)Ibid.,S.647.

506)제13조는 부하들의 범죄를 막지 않은 경우이고 제14조는 발생한 범죄를 할 기 에 알리

지 않은 경우인데 이 두 규정에 명확하게 상응하는 로마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 두 규

정은 지휘 의 과실에 의한 부작 를 처벌하는 문제에 한 독일식 해결책이다.독일은 로

마규정 제28조가 respondeatsuperior(부하의 범죄에 한 상 자의 무과실 책임)에 기

하여 상 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았다.독일 형법은 범죄 방지 의무를 과실

로 불이행한 경우 즉,과실에 의한 부작 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제13조와 제14조의 특

별 규정을 마련하 다.C.J.M.Safferling,“Germany'sAdoption ofan International

CriminalCode”,AnnualofGerman& EuropeanLawVol1-3,BerghahnBooks,2004,p.

376;그러나 제14조는 고의범이다.따라서 Safferling의 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과실

로 부하의 범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제4조가 용되지 않지만,나 에 상 자가 부하의 범

죄를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제14조가 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14조가 과

실에 의한 부작 범을 처벌하지 않는데 한 특별 규정이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BT-Drs.

14/8524,S.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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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제4조 [군지휘 기타 상 자의 책임]

독일 형법은 ICC로마규정 제28조와 같은 유형의 일반 규정을 가지고 있

지 않지만,독일 형법에 의하여도 상 자가 자신의 명령을 받는 부하들이 범

죄를 지르는 것을 의도 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13조507)나 제

357조508)에 의해 상 자를 처벌할 수 있다.509)도그마틱 으로는 상 자의 부

작 를 단순한 방조로 볼 수 있었지만 국제형법 제4조는 형법 제357조와 마

찬가지로 상 자를 부하의 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상 자의 특

별한 책임을 고려하여 국제형법 제4조 제1항 2문은 독일 형법 제13조 제2

항,즉 부진정부작 범에 한 형의 감경 규정을 용하지 않고 있다.510)

제4조 제2항은 제4조 제1항이 법 군지휘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군지휘

,그리고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도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되기 하여는 상 자가 부하들의 행 를 방지할 수 있

는 사실상 지휘와 통제(tatsächlicheBefehlsgewaltundKontolle)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511)

제4조는 부진정부작 범이다.512)Weigend는 도그마틱 으로 제4조는 가벌

507)제13조 [부작 범]①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해야할 법 의무가 있고 그 부작 가 작 에 의한 법

구성요건의 실 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② 부작

범의 형은 제49조에 의해 감경될 수 있다.

508)독일 형법 제357조 부하에 한 범죄 유인

① 부하직원에게 공무원 범죄를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키려고 기도하거나 는 부하직원의

그러한 법행 를 발생하게 허용한 상 은 해당 법행 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공무원이 범한 법행 가 그의 감독 리 업무에 속하는 경우

에,다른 공무원의 직무행 에 한 감독이나 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하여도 용된

다.

509)국제형법 제4조에 한 입법자료는 입법자가 명백하고 의도 으로 형법 제357조를 모델

로 국제형법 제4조를 제정한 것이라는 을 알려 다.제4조 제1항은 국제형법 의 범죄

행 를 부하가 지르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상 자를 “정범과 같이(wieeinTäter)”처벌한

다.이 에서 국제형법 제4조는 상 공직자에 한 형법 357조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

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46.

510)BT-Drs.14/8524,S.18-19;BR-DRS.29/02,S.40.

511)BT-Drs.14/8524,S.19.

512) Weigend, in: MüKo-StGB, 2013, § 4 VStGB Rn. 53; J. Bülte,

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70-671f.;국제형법 의 입

법자들이 제4조가 형법 제13조의 부작 범(부진정부작 범)과 련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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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담(공범)과 가벌 부작 (정범)의 간에 치한다고 설명한다.513)형

법 제357조의 문언을 모델로 한 국제형법 제4조는 순수한 의미의 부작

“정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그것이 순수한 의미의 정범이라면 상 자를 “정범

의 형과 동일하게(wieeinTäter)”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형법 제25조514)

의 규정처럼 “정범으로(alsTäter)”처벌한다고 규정했을 것이다.이러한 의미

에서 국제형법 제4조는 부작 에 의한 참가의 정범 측면과 공범 측면을

모두 담으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515)

Weigend는 제4조는 가벌성을 새롭게 근거지우는 규정은 아니며,다만 책임

과 형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한다[(nur) eine verantwortungs-

schärfendeNorm].독일 형법 제357조(부하에 한 범죄 유인)처럼 명령권자

는 상 자가 하 자에게 해당 범죄를 범하도록 극 으로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제4조에 포섭되는 명령권자 는 상 자의 부작 는 (부

진정)부작 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구체 사안에 따라서는 하 자가 범한

범죄에 하여 부작 의 공동정범 는 부작 의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516)

국제형법 제13조의 상 자의 책임은 그 자신의 무를 반함으로써 부하

제형법 제4조 제1항 2번째 문장이 형법 제13조 제2항의 감경규정을 용하지 않겠다고 명

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513)Weigend,in:MüKo-StGB,2013,§4VStGBRn.14;제4조는 부진정부작 범의 특별규정

이며,‘상 자가 하 자 범죄에 가담하 다’는 이유로 상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책임귀속

에 한 규범이다.고의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 에 의한 공범이나 정범

이 더 이상 아니며,이는 독일형법 제25조 이하의 정범과 공범에 한 일반원칙의 외부에

치하는 단일한 상 자범죄(eineeinheitlicheVorgesetztenstrafbarkeit)를 구성한다.제4조는

‘정범에 상당한 범죄참가형태’의 특별한 형식으로 형법 제13조의 일반 부진정부작 범이

아니며 특별한 부진정부작 범이다.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

Nomos,2015,S.645,647,650-651ff.

514)§25Täterschaft

① AlsTäterwirdbestraft,werdieStraftatselbstoderdurcheinenanderenbegeht.

② Begehen mehreredieStraftatgemeinschaftlich,sowirdjederalsTäterbestraft

(Mittäter).

515)형법 357조의 상 공직자는 부하의 범죄에 한 부작 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 이다.따라서 형법 357조의 문언(정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은 보증인지

에 기 한 부작 정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법 제4조와 부합하지 않는다.J.

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48-649ff.

516)Weigend,in:MüKo-StGB,2013,§4VStGBRn.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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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행 를 발생가능하게 한 것에 한 책임이다.이 에서 국제형법

제4조는 특이하다.제4조의 규정 자체는 부하의 행 에 한 어떠한 련성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517)제4조의 규정 자체는 부하의 범죄가 방지될 수 있었

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형법 제13조의 부진정부작 범 이론에

따라 부하의 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제의 가능성이 요구된다.518)

Weigend는 모든 부진정부작 범에서처럼 제4조는 가상 인과 계

(hypothetischeKausalität)를 요구한다고 한다.즉,상 자의 명령이나 지휘권

의 필요하고 합리 인 사용을 통해서 상 자 덕분에 결과가 방지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상 자를 처

벌할 수 있다.519)따라서 Weigend는 제4조의 정당성을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법 성질과 그에 따른 인과 계의 요구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형법 제4조는 로마규정 제28조과 달리 주 요건에 하여 명시

인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독일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제형

법 제4조에 따른 상 자의 형사책임은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는 것에 하

여 고의로(vorsätzlich)부작 한 경우에만 발생한다.520)상 자가 하 자의 임

박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흠결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로마규정 제28조(a)(i)에 규정된 부하의 범죄를 단순히 과실로 지하지

못한 경우는 국제형법 의 각칙에 규정된 감독의무 반죄(제13조)와 범죄신고

의무불이행죄(제14조)가 용된다.521)

517)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9.

518)Ibid.,S.671;

519)상 자가 부하의 범죄의 실행을 더 어렵게 만들게 할 수 있었다거나 부하의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Weigend,in:

MüKo-StGB,2013,§4VStGB Rn.53;이러한 에서 국제형법 제4조의 지휘 책임은

ICTY가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J.

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72.

520)S.Wirth,Germany'sNew InternationalCrimesCode:Bringing aCasetoCourt,

JournalofInternaitonalCriminalLaw,OxfordUniversityPress,2003,p.154;독일 연방

법원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하는 죄와 쟁범죄와 련된 사건(BGH

CaseAK 3/10(17June2010))에서 상 자가 그의 부하의 범죄행 의 시간,장소,실행에

하여 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상 자가 부하의 범죄의 성질(natureoftheoffence)

에 하여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하 다.E.d.Wet/H.Hestermeyer/R.Wolfrum,

The Implementation ofInternationalLaw in Germany and South Africa,Pretoria

UniversityLaw Press,2015,pp.397-398에서 재인용.

521)BT-Drs.14/8524,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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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제13조 [감독의무 반]

독일 형법은 국제형법 제13조와 비교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가지고 있

지 못하다.국제형법 제13조는 질서 반법(GesetzüberOrdnungswidrigkeit,

OWiG)제130조522)와 군형법(Wehrstrafgesetz,WStG)제41조523)를 모델로 하

으며 고의 는 과실에 의한 감독의무 반을 처벌한다.524)상 자가 감독의

무 반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제4조와 마찬가지로 상 자가 하 자의 범죄를

유책하게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25)제13조 제1항이 군지휘 에 하여

하 자의 범죄가 임박한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제

13조 제2항은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하 자의 범죄가 임박한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ohneweitereserkennbar)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는 부하의 범죄의 실행에 한 특별

히 명확한 측가능성을 요구함으로써 로마규정 제28조(b)(ii)의 취지를 반

522)제4장 경 체 기업에 있어서의 감독의무 반

제130조 ① 경 체 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고의 는 과실로,당해 경 체 는 기업 내에

서 소유자 자신이 행하고 그 반에 하여서는 형벌 는 질서 반 이 과하여지는 감독의

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한 감독이 있었더라면 지되었거나 히 곤란하게 되었을

반행 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질서 반행 를 행한 것이다.그 필요한 감독조치에는 감독

직원의 임명,신 한 선발 감시도 한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경 체 는 기업에는 공기업도 한 속한다.

③ 이러한 질서 반행 는,당해 의무 반에 하여 형벌이 과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1,000,000유로 이하의 질서 반 에 처할 수 있다.의무 반에 하여 질서 반 이 과하여

지고 있는 때에 감독의무 반을 이유로 하는 질서 반 의 상한은 의무 반에 하여 과하

여지는 질서 반 의 상한에 따라 정하여진다.제2문은,의무 반에 있어서 과하여지는 질서

반 의 상한이 제1문에 의한 상한을 과하는 때에는,형벌과 질서 반 이 동시에 과하

여지고 있는 의무 반의 경우에도 용된다.

523)군형법(WStG)제41조 불충분한 감독

① 부하를 감독하거나 는 감독되도록 시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로 인

하여 어도 과실로 한 결과(제2조 제3항)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는 처벌된다.

③ 감독의무를 과실로 반하고 이로 인하여 어도 과실로 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3항은 그 범죄가 더 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2조 3항:이 법률에서 한 결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안 ,부 의 투력,사람의 생명

과 신체, 는 범인에게 속하지 않는 요한 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한 험”을 말한

다.

524)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7.

525)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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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526)

제13조에 하여는 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와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

가 립한다.입법자들은 제13조를 진정부작 범으로 보았다.527)입법이유서는

제13조를 상 자에 의해 측되고 회피될 수 있었던 부하의 범죄라는 단지 객

으로 정의된 결과에 연결된 추상 험범으로 보았다.528)입법자는 제13

조에서 상 자의 감독의무 반만을 불법으로 악하고,“하 자가 범죄를 범

하 다는 사실”은 상 자의 감독의무 반의 불법과 련이 없는 객 처벌

조건(unrechtsbezogeneobjektiveBedingungderStrafbarkeit)으로 이해하

다.529)상 자의 가벌성은 부하가 지른 범죄와 련이 있지만,상 자는 부

하가 지른 범죄의 정범으로 는 정범처럼 상 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고유한 감독의무 반에 하여 정범의 책임을 진다.

한편,Weigend는 제13조를 부진정부작 범으로 보고 있다.하 자의 범죄는

감독의무 반이라는 불법에 단지 객 으로 추가되어 발생하기만 하면 족한

요건이 아니다.상 자의 감독의무 반(제13조의 불법)과 부하의 범죄의 발생

은 ‘상 자에 의한 하 자 범죄의 방지 가능성’이라는 객 련성뿐만 아니

라,‘하 자가 범죄를 범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는

에서 주 으로도 하다.감독의무 반이라는 상 자의 단순한 부작

가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것이 아니라,감독의무 반에 의해 래되고 상 자

가 견할 수 있었던 하 자의 범죄에 의해 비로소 상 자의 가벌성이 근거지

워진다.따라서 로마규정 제28조의 과실 지휘 책임과 마찬가지로 제13조는

결과범이다.530)

526)BT-Drs.14/8524,S.36.

527)입법자의 생각에 따르면 제13조는 진정부작 범이다.“추상 으로 험한”감독의무 반

그 자체가 형사처벌 상이고,하 자의 범죄는 단지 객 처벌조건이기 때문이다.

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3.

528)BT-Drs.14/8524,S.36.

529)BT-Drs.14/8524,S.36;입법자가 제13조의 모델로 질서 반법 제130조를 들고 있는

은 제13조의 진정부작 범 성격을 보여 다.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7-708f;Ambos는 작 와의 상응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

으로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을 구별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Ambos는 국제형법

제13조를 진정부작 범으로 본다.K.Ambos,InternationalesStrafrecht,4.Aufl.,C.H.Beck,

2014,S.203.

530)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3;독일 입법자가 제13조의 모델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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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는 고의 는 과실의 감독의무 반을 요소로 한다.Weigend는 고의

의 감독의무 반은 상 자가 (1)자신이 범행을 하는 부하의 상 자라는 것을

알고,(2)부하에 하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3)범행을 하는

부하에 한 자신의 감독과 통제의무를 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4)충분한 주의를 기울 다면 부하가 국제형법 의 범죄를 범할 것을

략 으로 견가능하 을 때 성립한다고 한다.531)한편,상 자는 다음과 같

은 경우에 과실의 감독의무 반을 범한 것이다.(1)그가 범행을 하는 부하의

법상 는 사실상의 지휘 이나 상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이 에 하여

는 법 규정에 있는 과실이라는 문언은 용되지 않는다).532)(2)그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 다면 자신이 그의 부하에 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3)그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 다면 부하가 국제

형법 상의 범죄처럼 보이는 범죄를 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견할 수 있

다.533)고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하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객 처벌 조건(objektiveVoraussetzungderStrafbarkeit)이다.따라서 상

자가 방지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534)

각한 군형법 제41조가 의무 반행 로 인해 래된 한 결과에 하여 과실을 요구하고 있

는 ,제13조에서 ‘하 자가 범죄를 범하려고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하 자의 범행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 자가 고의 는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 구성요건에 속하는 ,하

자의 범행은 상 자의 감독의무 반과 긴 하게 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 비추어

Bülte는 제13조가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Weigend의 결론에 찬성한다. J. Bülte,

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8

531)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24;네 번째 요건은 규정의 문언으로부

터 명백히 도출된다.따라서,국제형법 입법이유서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제13조에 있어

서 부하의 범행은 순수한 객 처벌조건(reinobjektiveBedingungderStrafbarkeit)이라

고 할 수는 없다.상 자가 부하의 범행을 실제로 방지(verhindern)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상 자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만 하는지에 하여 법문의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

지 않다.이러한 에서 제13조 제1항의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문언을 객 으로 해

석하면 범죄성립에 상 자의 과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방지가능성

(Hinderungsmöglichkeit)만이 객 으로 제시될 것이 요구된다.Ibid.,Rn.25.

532)Weigend는 고의의 경우이든 과실의 경우이든 상 자가 구를 감독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제13조는 상 자가 구를 감독해야 하는지를 반드

시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이를 근거로 상 자는 그가 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상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이고 구체 으로 구에 하여 그러한 감독의무를 가지고 있

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이에 의하면 자신의 하 자라는 것을 상 자

가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제형법 제13조의 책임을 지게 된다.J.Bülte,

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17.

533)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28.

534)Ibid.,R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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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제13조는 제4조에 하여 보충 이다.제4조의 객 구성요건

이 모두 충족되었지만,주 요건에서 부하의 범죄에 한 고의가 없는 과

실 사례에 제13조가 용된다.535)국제형법 제13조의 주 구성요건은 과

실을 포함하는 낮은 수 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독립범죄로 만들 수밖에 없

었다.제4조의 경우처럼 하 자가 범한 불법을 상 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

신에 상 자 자신의 행 에 한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택하 다.이것

은 보증인의 “과실에 의한 범죄참여”이며,제13조는 과실의 동시범(fahrlässige

Nebentäterschaft)으로 이해되고 있다.536)

감독자가 그의 의무이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

의 감독의무 반과 범죄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다.537)

IV.제14조 [범죄보고불이행]

독일의 입법자는 로마규정 제28조(a)(ii)가 부하에 의하여 질러진 범죄에

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상 자가 정범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 다고 보았

다.로마규정의 이러한 책임은 불법에 비하여 무나 과 하기 때문에 독일의

형법 이론에서는 허용될 수 없었다.제14조는 상 자로 하여 그가 인식한

범죄를 알리도록 유도하려는 목 에서 규정된 것이다.로마규정 제28조에 근

거하는 이러한 보고의무는 공무원법과 군인법의 비 유지의무에 우선한다.그

러나,상 자는 직무 규정에 따라서 내부 으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535)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10;입법이유서

는 감독자가 부하들의 임박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독일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

의가 없기 때문에 부하의 련 범죄에 하여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기

하여 제13조를 만들었다고 명시 으로 설명하고 있다.BT-Drs.14/8524,S.19;Weigend는

만약 상 자가 부하의 범행 는 그 범행의 구체 가능성을 실제로 견했고,그리고 회피

가능성(Abwendungsmöglichkeit)을 인식했다면 제13조가 용되지 않고 제4조에 따라 부하

가 지른 범죄의 정범처럼(wieeinTäter)처벌된다고 한다.Weigend,in:MüKo-StGB,

2013,§13VStGBRn.27;Meloni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한 고의를 가진 경우에는

독일 국제형법 제13조가 용되지 않고 제4조가 용된다고 한다.C.Meloni,Command

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2010,p.206.

536)입법자들은 제4조에 용한 지휘 책임의 단일정범원칙을 제13조의 과실범에도 유지하

다.과실에 의한 참여라는 개념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제13조 제1항(제13조 제2항

을 포함하여)은 순수한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이다.타인의 고의범죄에 하여 과실범으로 가

담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과실범이 아니다.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10.

537)Ibid.,S.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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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14조는 즉시(sofortig)가 아니라 지체없이(unverzüglich)보고를 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사실상의 장애나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결과 으로 범죄

의 보고가 지연된 경우는 제14조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4조는 상 자의 형사

책임을 상 자의 부작 가 책임을 져야 할 부하가 처벌받지 않을 추상 험

을 창조하거나 증가시켰다는 사실에 기 를 두고 있다.제14조의 불법의 내용

은 독일 형법 제258조(처벌방해) 는 제258a조(공무원의 처벌방해)와 같은 사

법방해죄와 유사하고,형사 차에서의 미 력에 한 군형법 제40조보다는

하다.따라서 5년 이하의 구 형은 정하다.538)제14조의 범죄는 부하의 련

범죄로부터 독립된 부작 범이며,과실로는 범할 수 없는 고의범이다.539)

제14조의 문제 은 경미한 법정형과 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의 불벌에 있다.

이것은 지휘 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을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 불고

지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기인한다.이에 하여는 우리나라의 이행입법

에서 논의한다.

V.독일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 비

독일의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가능하다.

첫째,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둘째,제4조와 제

13조의 용 역이 복된다.셋째,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일원주의를 따르

지 않았다.넷째,스스로 설정한 책임주의의 한계를 지키지 못했다.

1.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540)

538)BT-Drs.14/8524,S.36.

539)C.Meloni,CommandResponsibilityinInternationalCriminalLaw,T·M·C·AsserPress,

2010,p.207.

540)독일의 국제형법 제정 목 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① 재 일반 형법이 다룰 수

있는 범 를 넘어서는 국제범죄의 특수한 불법을 포함시킨다.② 하나의 독립한 법 을 통

하여 일 된 기 에 의해 법을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 용 가능성과 법 명확

성을 증진시킨다.③ 독일이 로마규정의 보충성의 원칙을 수하고,언제든지 국제범죄를 처

벌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다.④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한 국내형법 체계를 창조함으로써 국제형법의 확산을 증진하고 이에 기여한다.⑤ 군인들이

나 국제형법을 수해야 하는 자들에 하여 국제범죄를 가르치는데 독립된 특별법이 더 용

이하다.⑥ 로마규정의 이행법률 제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른 나라에 로마규정의 국

내 이행입법의 를 제시한다.조상제,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독일 국제형법 의

입법과정과 내용,형사정책연구원,2008,66-67면;C.J.M.Safferling,“Germany's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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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국제형법 제정 목 의 하나인 ICC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만

족시키지 못했다.첫째,독일은 과실의 보고의무불이행을 불벌로 하고 있다.

국,호주와 같은 미법계 국가는 과실 범죄보고의무 불이행 유형에 하여

로마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하가 지른 범죄에 하여 유죄가

된다.독일과 같은 륙법계 국가인 네덜란드도 고의의 지휘 책임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책임 반죄로서

종신 구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41)둘째,독일 국제형법 제13조,

제14조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효가 용된다.로마규정은

지휘 책임에 시효를 용하지 않고 있다.독일의 와 같은 태도는 독일의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이나 처벌 근거에 한 이해가 국제형법이나 다른 나

라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제4조와 제13조의 복

국제 국제형법이나 일부 나라들의 이행입법처럼 단일한 기 (인식과 인식

의 실패)에 따라 지휘 책임을 분류하면 각 유형간에 충돌이 쉽게 생기지 않

는다.542)독일의 국제형법 은 이러한 단순한 구분을 택하지 않고 고의와 감

독의무 반이라는 복합 기 을 심으로 제4조와 제13조를 분류하 다.이

러한 이유로 독일의 국제형법 제4조와 제13조의 용범 는 실질 으로

복되며,독일 국제형법 을 참고로 한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도 이와 유

ofan InternationalCriminalCode”,AnnualofGerman & European Law Vol1-3,

Berghahn Books, 2004, p. 371; E. d. Wet/H. Hestermeyer/R. Wolfrum, The

ImplementationofInternationalLaw inGermanyandSouthAfrica,PretoriaUniversity

Law Press,2015,p.389;Bundesratsvorlagevom 18.Januar2002,inMaterialienzum

Volkerstrafgesetzbuch: Dokumentation des Gesetzgebungsverfahrens, Beitrage zur

StrafrechtswissenschaftBd.6(EditedbyS.R.Lüder/T.Vormbaum),LITVerlagMunster,

2002,S.23.

541)캐나다의 지휘 책임(책임 반죄)은 부하가 범죄를 지르고 있는 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억제하거나 할 당국에 보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종신 구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이 부하가 범죄를 지른 것을 알지 못하고 할 당국에 보고하

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느냐에 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부하가

범죄를 지른 것을 알지 못한 경우는 부하가 범죄를 지르고 있는 인 것을 알지 못한

경우와 부분의 경우에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캐나다의 경우에 과실 범죄처벌(보

고)의무 반을 처벌하고 있다고 본다.

542) 습국제법,로마규정,캐나다의 이행입법은 인식과 인식의 실패를 기 으로 지휘 책임을

분류하고 있으며,네덜란드는 고의와 과실을 기 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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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양 규정은 모두 국제형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것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 으로 하다.제4조의 규정 자체는 부하의 범

죄행 에 한 어떠한 련성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고의로 방지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543)제13조는

고의 는 과실에 의한 상 자의 감독의무 반이 있고,상 자가 부하의 범죄

에 한 견가능성과 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를

상으로 하고 있다.여기서 견가능성의 문언 자체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실제로 견하거나 인식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한 제13조의 상 자

의 감독의무 반이라는 요건은 고의와 과실의 양자를 모두 모두 포함한다.이

게 보면 제13조의 규정은 로마규정 제28조가 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사

례에 용될 수 있도록 포 이며 그 용 상이 범 하다고 볼 수 있다.

Bülte도 제4조와 제13조의 규정 역 간에 복이 있다고 보고 있다.제4조와

제13조 모두 부하의 범죄라는 불법의 발생에 상 자가 기여한 것에 한 가벌

성이 문제되고 있다.고의의 감독의무 반에 의해 부하의 범행을 가능 한

상 자에 하여 제13조뿐만 아니라 제4조도 용될 수 있다.독일의 입법자

는 로마규정의 단일한 책임을 상 자의 행 의 개별 인 불법 유형에 따라 차

별화시킴으로써 책임에 부합하는 한 형벌을 부과하 으나,그러한 복합

구성은 필연 으로 유형간 구별의 어려움을 야기했다.544)이러한 복의 문제

는 결국 제13조를 제4조에 한 보충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

결된다.545)

543)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9.

544)Ibid.,S.646-647f.

545)제13조는 “하 자가 범한 범죄에 상 자가 가담(Beteiligung)하는 경우’를 규율 상으로 하

지 않는다는 에서는 제4조와 다르지만,제4조와 제13조 둘 다 하 자의 범죄에 인과 으

로 기여하는 행 (국제형법 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를 래하는 행 )를 제재하고

있다는 에서 양자는 그 체계 ·법 성격에서 긴 한 련성을 가진다.제4조는 명령권

는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는 군 지휘자 는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가 고의로 하 자가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이에 반해 제13조는 상 자가 하 자를

부 하게 감독함으로써 상 자에게 어도 과실이 비난될 수 있고,하 자가 범죄를 범하

려고 한다는 것을 군 지휘 의 경우 “인식할 수 있었고”(제1항),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

의 경우에는 “바로 인식할 수 있었고”(제2항),하 자의 범행이 방지될 수 있었던 경우에

용되며,제4조와의 계에서 보충 (포 )구성요건(Auffangtatbestand)이다.제13조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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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휘 책임의 다원화

독일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과 같지 않다.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휘 책임에 따라

처벌된다는 에서 단일하며 통일 이다.독립범죄설은 물론이고 책임형식설

에 의해서도 결국 단일한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

조(2),ICTY규정 제7조(3),ICC로마규정 제28조도 이러한 에서 차이가 없

다.독일의 국제형법 은 복합 이고 포 이지만 통일된 하나의 책임으로

구성된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을 독일 형법의 보증인설을 반 하여 분해하

다.

국제형법 제4조는 부진정부작 범설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상 자가 부하

의 범죄의 발생에 하여 고의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의를 가지

고 있지 못한 자는 부진정부작 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를 요구하

고 있다.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은 부하의 범죄를 알면 성립되며 고의를 요구

하고 있지 않다.국제형법은 부진정부작 범과 지휘 책임을 구별하고 있

다.546)

4.책임주의와의 조화

독일의 입법자는 과실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

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13조를 과실의 범죄방지의무 반만으로 구성하지 못하

충 성격은 제4조의 객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지만,상 자가 하 자의 범죄에

해 단지 과실로 행동한 경우라서 제4조의 주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모든 사례에 제

13조가 용된다는 에서 드러난다.Ibid.,S.709-710f.

546)ICTR의 Ntagerura사건의 1심 재 부는 상 자책임(superiorresponsibility)과 부진정부작

범(duty to ensure protection 는 an omission to act)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Prosecutorv.Ntageruraetal,(CaseNo.ICTR-99-46-T)TrialChamberJudgement,25

February2004,paras.627-660;이러한 문제 은 특히 부하의 범죄가 집단살해죄와 같이 특

별고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드러난다.독일 국제형법 제4조가 부하의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부하의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를 상 자가 가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필요한 고의(특별고의를

포함한다)를 가져야 한다.국제형법 제4조가 부진정부작 범인 공범(방조범)의 법정형만을

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 자는 부하의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특별고의에 하여 인식하

여야 한다.그러나,ICTY의 례는 상 자가 부하의 특별고의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하의

집단살해죄에 하여 지휘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따라서 부진정부작 범은 지휘 책임

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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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3조가 감독의무 반을 추가 요건으로 한 것만으로 책임주의와 조

화되는 것은 아니다.상 자는 부하에 한 다양한 내용의 감독의무를 지고

있는데 고의 는 과실에 의한 이러한 감독의무의 반이 부하의 범죄에 하

여 상 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된다는 구상은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이것은 상 자의 감독의무의 내용을 부하의 범죄

방지의무와 련된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547)제13조의 고의

는 과실의 감독의무 반이라는 요건과 과실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하

다는 요건( 견가능성과 방지가능성)의 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와

같은 을 고려하면 부하의 범죄를 과실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부분 과실

로 감독의무를 반한 것이 된다.즉,과실의 감독의무 반과 과실의 범죄방지

의무 반은 실질 으로 복된다.그 다면,결국 부하의 범죄를 과실로 방지

하지 못한 경우가 제13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독일이 과실

의 범죄방지의무 반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

13조를 감독의무 반죄로 구성한 애 의 의도와 배치된다.

5.소결

독일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근거를 보증인설로 설명하고 있다.548)그러

나,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독립범죄설과 책임형식설은 국내 형법의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의 구분이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따라서,독일이 부진정부작 범의 이론을 심으로 구성한 지휘 책임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과는 다른 내용인 것이다.

로마규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내 형법에 의해 국제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ICC가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다.ICC의 차가 시작되면 개별

국가들의 보충성 원칙의 충족 여부는 ICC의 재 격성 심사에서 로마규정을

547)제13조의 감독의무 반은 규정자체로는 직 인 범죄방지의무 반에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범죄방지와 “ 련성이 있는 감독”("gehörigenBeaufsichtigung")

의 부작 가 고려된다.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

S.711-712f.

548)조상제·천진호·류 철·이진국,국제형법, 커뮤니 이션즈,2011,135-136면;K.Ambos,

TreatiseonInternationalCriminalLawVolume1:FoundationandGeneralPart,Oxford

UniversityPress,2013,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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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이루어진다.따라서 ICC로마규정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민

이 ICC에서 재 을 받는 결과를 피하기 하여 로마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

를 자국에서 기소,재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독일의 지휘 책임 련 규정은 어도 국제형법 제13조,제14조에

하여 시효를 용하고(국제형법 제4조),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불벌

로 함으로써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독일 국제형법 의 문제 은 결국 이를 참고로 한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국제범죄처벌법”)에도 반 되었다.이하

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행입법에 고유한 내용과 문제 을 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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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휘 기타 상 자의 책임】

① 군 의 지휘 (사실상 지휘 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부하가

반인도 범죄등을 범하거나 범하려 함을 알거나 는 정황상 알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방지하기 하여 는 할기 의 수사 기

소를 하여 권한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반인도 범

죄등을 행한 자를 벌하는 외에 그 지휘 을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의 상 자가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자가 그 업무와

련하여 반인도 범죄등을 범하거나 범하려 함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방

지하기 하여 는 할기 의 수사 기소를 하여 권한 내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반인도 범죄등을 행한 자를 벌하는 외에 그

상 자를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7장 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

제1 제정 과정

I.2004년 법률안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 소에 한 로마규정｣을

2002년 11월 13일 비 하 고, 로마규정은 우리나라에 하여 2003년 2월

1일 우리나라에 하여 발효되었다.우리나라의 로마규정 이행은 ｢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국제범죄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제

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정부는 ｢국제형사재 소에 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을 하여 법무부를 심으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을 한 법률안

안을 마련하고 법원,국방부,외교부,국정원,경찰청,국가인권 원회, 한

변 , 한 십자사,한국인권재단 등 여러 유 기 의 의견을 거쳐 2004년에

입법 고를 하 다.549)법무부는 이를 기 로 2004년 6월 ｢국제형사재 소

549)김헌진,국제형사재 소규정과 그 이행입법에 한 연구,청주 학교 박사학 논문,2005,

177면;2004년 법무부의 법률안은 제1조【목 】에서 “이 법은 1998년 7월 17일 이태리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 소에 한로마규정에 규정된 국제형사재 소의

할범죄를 처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과 아울러 한민국과 국제형사재 소간

의 력의 범 와 차를 정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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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범죄의처벌등에 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 다.

동 법률안은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휘 을 포함)과 기타 상 자(민간인 상

자)를 구분하고 있다.기타 상 자는 법률안 제5조 제1항 이외의 상 자이

다.군지휘 에 하여는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과 과실을 주 요건으로

하면서 그 범죄의 제지,방지,보고( 할기 의 수사 기소를 하여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하가 지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법률안 제5조 제1항).기타 상 자에 하여는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자가 업무와 련하여 지른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그리고 주 요건에서 기타 상 자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자의

범죄에 하여 인식을 한 경우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에서 군지휘 과

차이를 두고 있다(법률안 제5조 제2항).550)

2004년 6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법률안 제5조가 “기타 상 자”에 하

여 로마규정 제28조(b)와 달리 무모함(recklessness)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을 지 하면서 제5조 제2항의 마지막을 “자기의 감독을 받는 자가 반인도 범

죄 등을 범하거나 범하려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한 경

우에도 같다”라는 문언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551)법무부는 미법에서

550)국제범죄처벌법은 2004년 법률안과 달리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이나 법정형에서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않고 있다.이것은 로마규정,캐

나다, 국,호주의 이행입법과는 구별되고 ICTY의 례,네덜란드의 이행입법의 태도와 같

다.2004년 법률안이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주 성립요건에서 차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행 국제범죄처벌법에서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은 이유에 하여 설

명하는 문헌은 발견하지 못하 다.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법원의 5·18재 을 통하여 군

사독재 정권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학살의 지도자 범죄자들에 한 법 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국제범죄처벌법 제정 당시 군통수권자인 노무 통령은 국제범죄

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원수 다. 재는 군통수권자인 국가원수는 군지휘 으로 분

류되는 것에 의문이 없지만,당시까지의 연구로는 통령이 민간인 상 자가 아니라 군지휘

에 속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었다.따라서,미국이나 국,기타 무력충돌과 인

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민간인 상 자와 군지휘 의 분류는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우리나라는 이러한 분류가 요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 권오곤

사가 2001년 ICTY재 으로 선출되고,송상 교수가 2003년 ICC재 으로 선출되었

으며,반기문 외교통상부장 이 2007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취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

리나라의 지 가 상승하고,국내 민주주의의 진 과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권을 침

해하는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법에 한 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의 구분이라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내외에 신속히 천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551)법무부,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처벌등에 한법률안 공청회 자료,23면;김헌진,국제형



- 212 -

제5조(지휘 과 그 밖의 상 자의 책임)

군 의 지휘 (지휘 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는 단체·기 의 상 자(상 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가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상당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인정되는 무모함이라는 주 요건은 고의 는 미필 고의에 포섭될 수 있

다고 보았다.로마규정에서 기타 상 자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고’라는 요건을 우리나라의 이행입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에 없는 새로운 형식의 주 요건을

창설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52)이러한 경 로 행 국제

범죄처벌법에도 로마규정이 채택하고 있는 무모함(recklessness)기 은 반

되지 않았다.

2004년 법률안의 문제 은 습국제법과 로마규정이 통일 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휘 책임의 핵심요건인 실효 통제가 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동

법률안의 제5조 제1항의 군 의 지휘 ,부하라는 용어와 제5조 제2항의 상

자,업무상 상 자의 감독을 받는 자라는 용어는 지휘 과 부하,상 자와 하

자간의 일정한 계를 표 한다.그러나, 습국제법과 ICC로마규정은 지

휘계통의 상하에 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상 자가 하 자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지휘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II.2007년 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

사재 소규정과 그 이행입법에 한 연구,청주 학교 박사학 논문,2005,198면도 같은 의

견이다.

552)2004년 6월의 공청회 결과에 한 법무부 검찰4과의 검토의견이다.로마규정이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구분하는 것에 한 정당성에 하여 많은 비 이 있는

에 비추어 법무부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국제범죄처벌법은 국제범죄에

하여만 용되고 일반 범죄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다.따라서,법무부가 무모함 기 을

도입하면 국내 형법 체계에 새로운 형식의 주 요건을 창설된다고 우려한 것은 과한 것

이다. 한 형법 8조의 취지와 국제범죄처벌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제범죄에만 용되는

주 기 을 도입하는 것이 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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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그 지휘 는 상 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조(지휘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

棄)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 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를 수사기 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국제범죄처벌법안을 2006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하 고,법제사법

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그 로 가결

되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553)554)2004년 6월 국제

범죄처벌법안에 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휘 책임과 실제로 2007년 제정된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은 동일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553)국제범죄처벌법에 하여는 조약의 이행입법이고 정부부처간의 이해 계의 충돌의 우려도

없었기 때문에 원안이 변경되지 않았다.소 원장 이상민 의원 발언 참조.제269회국회 법제

사법소 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 원회)제3호,8면;다만,법제사법 원회에 제출된 “국제

형사재 소 할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7면에는 ‘로마규정 제28조 나호

(1)은 “하 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 자가 알았거

나 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고”라고 하여 상 자가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을 때”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법안

은 이러한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을 고려하여 로마규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지 이 있다.그러나,실제 동 법안

의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정보를 의식 으로 무시하 을

때”보다 더 완화된 주 요건인 과실 기 을 규정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지 은 동 법안

에 향을 주지 못하고 원안 로 통과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0E7Q0Q1I0M

2Y1H8D3G5Y4C3X7E9A9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4.24.최종 속.

554)국제범죄처벌법의 제정 이유는 2002.11.13.비 된 「국제형사재 소에 한 로마규정」

의 국내 이행을 한 입법으로서,국제형사재 소에서 할하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 쟁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는

등 형사법상의 특칙을 규정하고,국제형사재 소와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 력

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국제범죄처벌법의 제정이유에 지휘 책임에 한 특별한 언

은 보이지 않는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제범죄처벌법 제정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877&lsId=&efYd

=200712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2016.4.24.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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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설명은 발견하지 못하 다.2011년

4월 12일 자구수정을 한 국제범죄처벌법의 일부개정이 있었다.555)

제2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

I.개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은 쟁범죄에 하여 로마규정의 국제 무력충

돌과 비국제 무력충돌의 2분법 분류체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독일의 국제형

법 의 에 따라 쟁법 반의 실질 내용을 기 으로 분류하고 있는 ,

지휘 책임에 하여 독일 국제형법 과 같은 분류 방식을 택한 등에 비추

어 독일 국제형법 을 주로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국제범죄처벌법

의 지휘 책임의 련 규정은 독일 국제형법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이하에서는 독일 국제형법 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다.556)

국제범죄처벌법은 독일의 국제형법 이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고의로 방

지하지 않은 경우와 이에 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로 구분하여 자를 총칙의

지휘 책임으로(제4조),후자를 각칙의 감독의무 반 범죄로(제13조)규정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상 자가 이를 수사기 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은 보고

의무불이행죄(제14조)로 각칙에 규정한 3분법 체계를 그 로 따르지 않았다.

국제범죄처벌법은 하 자가 부하의 범죄를 알고 있는 경우를 총칙의 제5조에

서 규정하 지만,독일 국제형법 의 감독의무 반죄(제13조)와 범죄고지의무

555)법 문장을 원칙 으로 한 로 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다고 한

다.“자”를 “사람”으로,“하거나”를 “ 는”으로 고쳤고,제15조 3항의 “고지하지”는 “알리지”

로 개정되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03&lsId=&viewCls=lsRvsDocInfoR

&chrClsCd=010102#000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4.24.최종 속

556)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국제범죄처벌법 제4조와 제13조의 계에 한 불명확성이 지

되었듯이,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와 제15조 제1항,제2항과의 계가 불명확하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이 견해는 규정 자체로는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이 부하의 범죄에 하

여 알고 있었던 경우와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모두 용된다고 보고 있다.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인도법논총 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7,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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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죄(제14조)을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에서 직무태만이라는 하나의 개념

하에 통일 으로 구성하 다.

우리의 국제범죄처벌법상의 지휘 책임은 독일의 국제형법 과 유사한 내용

을 규정하면서도 독일에 비하여 매우 간략한 표 을 사용하여 법규정을 만들

었다.이로 인하여 법규정의 각 문언들에 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고,결국 그 내용이 난해해졌다.정부안 원안 로 의결된 2007년 국제범죄

처벌법 법률안의 지휘 책임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에서 지휘 책임을 실제로 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57)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제15조의 내용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에 제5조와

제15조에 공통된 쟁 을 먼 살펴본다.

1. 용범 (형사재 권)와 시효

국제범죄처벌법 제3조( 용범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경우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경우에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제범죄처벌법 제6조(시효의 용 배제)는

“집단살해죄등”에 하여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에 한 규정을 용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집단살해죄등"이란 국제범죄

처벌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첫째,국제법죄처벌법 제5조가 동법 제3조와 제6조의 용 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제5조(지휘 과 그 밖의 상 자의 책임)는 상 자를 그 부하나 하

자가 범한 죄의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지 제5조 자체가 범

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제5조의 지휘 책임이 제3조의 “이 법으로 정한

557) 쟁법에 많은 심을 가진 국방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

과 련된 규정에 하여 군지휘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형사책임을 진다고 해설

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다.국방부, 쟁법해설서,2010,126-221면;법무부에서 발간된 국제

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 해설서에서도 제5조와 제15조의 해석에 참고

가 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김 석,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 해

설서,법무부,2008,32-47,89면;한편,우리의 이행입법이 참고로 한 독일 국제형법 의 지

휘 책임에 하여도 난해하다는 지 이 있다.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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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니라면 제5조의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국제범죄처벌법 제3조가 용되

지 않기 때문에 국제범죄처벌법을 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따라서

제5조의 지휘 책임에 의하여 상 자는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것으로

해석되며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이 용된다.한편,제3조 제5항과 제6조는 "

집단살해죄등"에만 용되며 "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를 말하기 때문에 역시 문언 자체로는 제5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5조에

따르면 상 자는 8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

제3조 제5항과 제6조가 배제하고자 했던 것은 제15조 직무태만죄와 제16조 사

법방해죄로 보이는 에 비추어 제5조의 지휘 책임은 제3조 제5항과 제6조의

용에 있어서 "집단살해죄등"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둘째,국제범죄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제15조 직무태만죄를 그 용 상에서

배제한 입법의 타당성이 문제된다.독일의 국제형법 1조[ 용범 ]는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고 독일 국제형법 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하여 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달리 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3조 제5항은 한민국 역

밖에서 직무태만죄를 범하고 한민국 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용하지 않

고 있다.부하의 국제범죄를 알면서 방지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제15조의 직무태만죄를 범한 경우는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우리나라 형사재 권의 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입법자가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된다.제15조의 직무태만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15조에 규정된 직무태만죄 체를 일률 으로 제5조의 지휘 책임보

다 불법과 책임이 경미하다고 보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물론,제3조 제5

항은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내국인”에 하여 우리나라 법원

이 ICC에 우선하여 가지는 재 권을 상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행 국제범죄처벌법은 지휘 책임과 련된 제15조 직무태만죄에

하여 시효가 용되도록 하고 있다.558)국제형법은 지휘 책임을 지는 상 자

에 하여 시효의 용을 배제하고 있다(로마규정 제29조 참조).이것은 상

558)제6조(시효의 용 배제)집단살해죄등에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

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

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한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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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반드시 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우리나라 국제범죄처

벌법상의 일부 국제범죄는 형법에 의하여 시효가 용되는 국내법상의 범죄들

보다 그 법정형이 낮다. 를 들어 국제범죄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인도

활동이나 식별포장 등에 한 쟁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 보다 법정형이 높은 형법의 범죄들에 하여 시효를 용하면서도

이 죄에 하여는 국제범죄라는 이유로 시효를 용하지 않고 있다.결국 국

제범죄처벌법 제15조의 직무태만죄에 하여 시효를 용하도록 한 이유가 그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우리의 태도는 독일의 국제형법 으로부터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그

러나 독일이 국제형법 제13조,제14조에 하여 시효를 용하는 이유는 독

일의 역사와 련이 있다.따라서 독일과 입장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런 태

도를 따를 특별한 정책 이유는 없다.국제범죄처벌법 제6조에 따라 국제범

죄처벌법 제15조의 직무태만죄에 하여 시효가 용되기 때문에 국제범죄에

하여 책임을 져야 할 상 자를 처벌하지 못하고,ICC가 우리나라의 형사재

권에 우선하여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상 자의 정의

지휘 책임의 과실 유형에 있어서 로마규정,독일 국제형법 제13조 제1항

과 제2항은 군지휘 보다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한 성립요건을 어렵

게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하여 우리는 군지휘 과 단체·기 의 상 자(“민간

인 상 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지휘 책임과 련된 규정에서 그 법 효과

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다.559)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에 있어서 군지휘

은 사실상의 군지휘 (지휘 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단체·기 의 상 자는 사실상의 상 자(상 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

람)을 포함하므로 결국 우리 법에는 군지휘 ,사실상의 군지휘 ,단체·기

의 상 자,단체·기 의 사실상 상 자라는 4가지 분류가 존재하지만,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규정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제15

559)국제범죄처벌법은 지휘 책임 외에도 제4조에서 상 자의 명령에 따른 행 의 법 효과

를 규정하면서 “상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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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560)논의의 편의를 하여 이하에서 “상 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4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군지휘 에 응하는 부하,민간인 상 자에 응하는

하 자를 모두 “부하”로 지칭한다.장래에 있어서는 지휘 책임이 용 상에

있어서 군에 하여는 지휘 ,민간 조직에 하여는 문민실권자라는 용어를

쓰고 이들의 상 개념으로 “지도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제안한다.561)

한편,국제범죄처벌법은 제5조에서 부하 는 하 자라는 표 을 쓰고 있다.

부하는 군 의 지휘 의 부하이고,하 자는 단체·기 의 상 자의 하 자라

는 표 으로 쓰인 것이다.그 다면,제15조에서도 이러한 용어례를 유지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3항에서는 부하 는 하 자라고 쓰면서도,제

15조 제1항에서는 부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에서 민간인 하

자를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에 비추어 입법의 실수로 보인다.

ICTY와 ICC에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인 상 자와 하 자의 계는 상

자가 하 자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562)국제범죄

처벌법 제5조와 제15조는 지휘 과 부하 는 민간인 상 자와 하 자의 계

의 존부를 실효 “지휘”와 “통제”라는 기 에 의해서 결정한다. 재의 학설,

ICTY와 ICC 례는 로마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실효 지휘나 실효 권 의

의미와 그 상호 계에 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560)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법 인 상 자와 사실상의 상 자로 나 어 상 자의 유형

을 4가지로 분류하는 입법례는 독일의 국제형법 에서 볼 수 있다(독일 국제형법 제4조).

561)지휘 책임에서 사용되는 민간인 상 자(civiliansuperior)의 취지를 달하는 우리말을 찾

기는 것은 쉽지 않다.상 자라는 용어는 자기보다 직 나 직책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

에 불과하여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이나 지

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부 하다.문민실권자,문민통솔자와 같은 용어는 사실상의 의사

결정권자,명령권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법 인 민간인 상 자나 사실상의 민간인 상 자

와 같은 불필요한 용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에서 장 이 있지만,일상 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562) Prosecutorv.Aleksovski,(CaseNo.IT-95-14-1)TrialChamberJudgement,25June

1999,para.173;Prosecutorv.Delali etal.,(Case No.IT-96-21)TrialChamber

Judgement,16 November 1998,para.378;Prosecutorv.Delali etal.,(Case No.

IT-96-21)TrialChamberJudgement,16November1998,para.371;Prosecutorv.Delali

etal.,(CaseNo.IT-96-21)AppealsChamberJudgement,20February2001.para.193;

Prosecutorv.Jean-Pierre Bemba Gombo,(Case No.ICC-01/05-01/08-424)Pre-Trial

ChamberIIDecisionPursuanttoArticle61(7)(a)and(b)oftheRomeStatuteonthe

ChargesofProsecutorAgainstJean-PierreBembaGombo,15June2009,paras.4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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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이 통 인 실효 “통제”기 을 두고 실효 “지

휘”와 통제“를 지휘 책임의 기 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563)

3.작 의무 발생의 상황과 작 의무의 내용

독일의 국제형법 제4조와 제13조의 구분은 주 요건에서 보면 부하의

범죄에 한 고의와 견가능성(과실)에 따른 것이다.즉 부하가 범죄를 지

르려는 동일한 상황에 하여 고의로 방지하지 않았으면 제4조,알 수 있었는

데도 방지하지 않았으면 제13조가 용된다.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의 제5조와

제15조 제1항은 독일 국제형법 처럼 주 요건을 기 으로 분류된 것이 아

니다.국제범죄처벌법 제5조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알고 있는 경우이지만,

독일 국제형법 제13조에 응하는 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

항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하여 언 을 하고

있지 않다.

제15조 제1항의 “제지”는 어떤 것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다.제15조 제1항

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면,상 자는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막고 이미 발생한 부분에 하여는 스스로 처벌을 하거나 할

당국에 알려서 처벌토록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564)이에 해당하는 로마

규정 제28조와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2)은 “repress”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한 외교부의 공식 번역은 “억제”이다.“제지”나 “억제”라는 용어 자체

가 개념이 명확히 확립된 법률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에 비추어 이것을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이 용어와 련된 외교부의 공식 번역이 2번

이나 나와 있고,이러한 번역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 이 지

된 도 없는 않는 상황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래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565)

563)독일 국제형법 제4조 제2항(사실상의 명령권 는 지휘권과 통제)의 향을 받을 것으

로 추측된다.

564)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필자는 부하의 범죄에 한 상 자의 방지,억제,처벌,보고의무를

부하의 범죄 상황의 진행단계 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다.반면에 국제형법의 주류 견해는 부하의 범죄에 한 방지,억제,처벌(보고)의무가 부

하의 범죄의 진행단계에 따라 순차 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하에서는 국제형법

의 주류 견해에 따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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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는 “억제”냐 “제지”냐라는 용어 선택의 차이가 아니다.제5조에서

부하가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부하가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

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지,어떤 이유로 다

른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제5조에는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방지”라는 하나의 의무를 응시키고,제15조 제1항에서는

“범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상황에 하여 “방지하거나 제지”라는 두 가지 조

치를 응시킨 이유를 알 수가 없다.국제형법의 일반 견해는 상 자의 작

의무를 부하의 범죄의 진행단계에 따라 방,억제,처벌(보고)로 분류하고

있다.우리 말의 “방지”라는 개념은 미리 방지한다는 의미( 방)와 재 발생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단시킨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따라서 우

리의 “방지”라는 용어는 “제지”라는 표 이 없어도 “ 방”과 “제지”를 모두 포

함할 수 있다.결국 혼란은 제15조 제1항이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

이라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방지와 제지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다.“제지”가 “방지”에 포함된다면 제15조 제1항과 같이 규정한 것은 모순이

다.따라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방지”와 “제지”는 다른 것이며,“방지”는

“ 방”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게 되면 같은 법에 규정된 제5조의

“방지”가 “ 방”만을 의미하고 “제지”는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법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제5조의 “방지”는 제15조 제1항의 “방지와 제지”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제5조의 “방지”와 제15조 제1항의 “방지와 제지”는 실질 으로는 “ 방과 제

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해석은 제5조에서 하 자가 집단살해

죄등을 “범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상황을 구성요건에 포함시킨 을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565)외교부는 로마규정 제28조에서는 prevent를 “방지”라고 번역하고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86조(2)에서는 prevent를 “ 방”이라고 번역하고 있다.지휘 책임에서 prevent는 “ 방”이

더 한 번역으로 보이는데 이미 “방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국제범죄처벌법

도 “방지”라는 용어를 “제지”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방지”의 의미는 “ 방”의 뜻으로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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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하의 범죄의 발생의 이 성격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제범죄(미수범 포함)의 발생은 국제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국제범죄처벌법의 용범 ,즉 재 권의 발생 요건이다.한

편,지휘 책임은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개념

자체가 부하의 범죄를 필요로 한다.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에서는 “그 집단살

해죄등을 범한 사람을”이라는 문언,제15조에서는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이

라는 문언이 부하의 범죄의 발생과 련된 표 으로 검토될 수 있다.

제5조의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 는 상

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문언에서 “그 집단살해죄

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를 주의 인 규정으로 해석하여 특별한 요건

이 아니라고 보거나,제15조의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

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표 이 상 자가

방지나 제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 련규정은 부하의 범죄의 발생을 요건으

로 하지 않게 된다.이 게 해석하면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은 순수한 의미

의 재 권의 요건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즉 제5조와 제15조는 부하의 범

죄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부하의 범죄의 발생은 순수한 재 권

의 요건이 되어 국제범죄처벌법 제3조의 용문제로 귀결된다.

국제형법상의 지휘 책임에서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은 보편 할권(의

상이 되는 요건이면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이다.지휘 책임 자체가 부하

의 범죄의 발생을 제로 발 한 원칙인데 이러한 요건을 순수한 재 할권

의 요건으로 보아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나라 국제범죄처벌법에서도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은

재 권의 요건이면서 동시에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하의 범죄의 법 성질은 뒤의 제5조와 제

15조의 분석에서 보듯이 객 처벌조건의 하나이다.

국제범죄처벌법 제3조는 “이 법으로 정한 죄”(제1항부터 제4항)를 범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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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등”(제5항)을 범한 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국제범죄

처벌법 제3조의 용 상이 되는 “이 법으로 정한 죄”와 “집단살해죄등”은 부

하의 범죄가 아니라 국제범죄처벌법으로 기소되는 피고인의 죄를 말한다.

를 들어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직무태만죄로 기소를 하면서 부하의 범죄를

살인죄로 공소사실에 기재하 다고 하더라도 제3조의 용범 에 해당된다.

그러나,국제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제범죄처벌법에

의한 재 권을 행사하여 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3조의 취지이다.따라

서 제15조 자체가 아니라 그 성립요건인 부하의 범죄가 국제범죄가 아닌 경우

에도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재 권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공소기각의

결(형사소송법 제327조 1호)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에서 부하의

범죄는 객 처벌조건이자 재 권의 요건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국제범죄의 성격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국제범죄를 이루

는 개별 행 는 부분 국내 형법상의 살인,상해,강간,감 과 같은 범죄

이다.국제범죄는 그 구성요소인 일반범죄처럼 국내 법원의 재 권의 상에

그치지 아니하며 어떤 나라라도 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취 을 받는

다.그 이유는 국제범죄는 국제사회가 심을 가지고 처벌해야 하는 인류 공

동체(humankind) 는 인간성(humanity)에 한 범죄이며,국가 는 이에

하는 집단이 그 범죄에 개입하 기 때문에 보편 할권(세계주의)의 상으

로 하지 않고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우리 국제범죄

처벌법도 국제범죄의 “ 용범 ”라는 이름으로 국제범죄에 하여 보편

할권을 용하고 있다(국제범죄처벌법 제3조 제5항).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범

죄처벌법에서 국제범죄의 발생은 객 처벌조건이자 동시에 우리나라가 형

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 권의 요건이 된다.

한편,부하의 국제범죄가 발생한 것이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의 법 효과

가 문제될 수 있다.객 처벌 조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여 통 인 견해

는 유죄 결의 일종인 형 면제 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566)반면에 신동운,이

승호는 범죄성립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무죄 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567)지

566)김성규,객 처벌조건과 범죄의 성립요건,법조 통권 제611호, 한변호사 회,2007.8.,

74-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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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책임을 책임형식설로 구성하거나 부진정부작 범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하의 범죄는 객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무죄 결을 해야 할 것이다.독

립범죄설에서도 상 자의 부작 가 불법의 핵심이지만 부하의 범죄의 발생을

상 자의 불법 단에서 완 히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무죄

결을 하여야 한다.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가 상 자의 직무태만과 부하

의 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고 있는 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한 제15조와 마찬가지로 지휘 책임을 규율하는 제5조

에서 부하의 범죄의 발생을 제15조와 달리 취 할 수 없으므로 제5조에서도

부하의 범죄의 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5.부진정부작 범의 법 성질

재 국제형법이 부진정부작 범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국제형법의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논쟁

은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의 구별에 한 국내 형법의 논쟁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국내 형법에 국제범죄에 한 이행입법을 하는

경우에 자국의 형법 이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우리나라의 국제

범죄처벌법에서 지휘 책임의 해석에서 필요한 범 내에서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의 법 성질과 구별을 간략히 살펴본다.

부작 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 범,부작 가 구성요

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작 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부진정

부작 범이라고 한다.진정부작 범의 구별에 하여는 조문구성형식을 기

으로 하는 형식설(우리나라의 통설)과 진정부작 범을 거동범으로,부진정부작

범은 결과범으로 보는 실질설이 있다.568)

보증인의 결과방지의무가 타인의 범죄를 방지하는 내용인 경우에 성립하는

부진정부작 범은 지휘 책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독일에서는 지휘 책

임을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

567)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458-559면;이승호,가벌요건론의 문제 과 해결방

향,형사법연구 12권,한국형사법학회,1999,182-183면.

568)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124-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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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 범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있다.타인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보증

인에게 성립하는 부진정부작 범의 법 성질에 하여 독일에는 의무범 는

독자 범죄인 단일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범행지배론에 따라 정범과 공범

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별된다.후자의 견해는 부작 범에서 범행지

배를 어떠한 기 에 따라 단할 것인가를 기 으로 부작 의 작 보충성을

근거로 원칙 으로 방조범이라는 견해,보호보증인인지 감독보증인인지에 따

라 범행지배를 달리 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보증인의무의 강약에 따라 구분

하면서 하 자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상 자는 정범으로 보는 견해로 나

어지고 있다.569)

II.제5조 [지휘 과 그 밖의 상 자의 책임]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참고로 한 독일 국제형법 제4조는 상 자의 형사

책임은 부하들이 범죄를 지르는 것에 하여 고의로(vorsätzlich)부작 한

경우에 발생한다.이에 반하여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

에 하여 “알고도”부작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570)571)

1.진정부작 범인지 부진정부작 범인지

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에 하여는 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와 부진정

569)Grünwald의 단일정범설은 부작 는 작 와 달리 정범과 공범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제

3의 참가형식이라는 것이다.ArminKaufmann의 단일정범설은 작 범과는 다른 구조를 가

진 보증인요구구성요건을 가진 독자 범죄라고 한다.이용식,부작 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서울 학교 법학 40권 2호,1999,270-290면;김성룡,부진 부작 범의 한국 해석으

로서 단일정범개념,비교형사법연구 5권 1호,2003,110-133면; 지연,부작 에 의한 정범

과 공범, 스티스 76호,한국법학원,2013,298-315면.

570)“알고도”를 미필 고의를 배제하고 확정 고의만을 주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는 경

우로 본다면 이것은 지정고의(知情故意)이다(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190-191

면).지정고의의 경우에는 미필 고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미필 고의를 주 요건

으로 하는 모든 지휘 책임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포섭이 되는 경우에만 제5조

와 제15조의 구분으로 인한 법 용의 흠결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571)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에 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인지,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형이

무 지나치므로 “함께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의 인정 근거만 제시하자는 견해가

있다.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인도법논총 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7,99면;그러나,함께 처벌한다는 문언은 형량에 하여 아무런 기 을 제

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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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 범이라는 견해가 립되고 있다.572)독일 국제형법 제4조의 입법자는

독일 형법의 부진정부작 범에 한 제13조 제2항의 감경을 용하지 않는다

는 단서를 통하여 제4조가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을 명백히 하 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이러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 제5

조의 법 성질은 규정의 취지와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진정부작 범이냐 부진정부작 범이냐의 차이는 부하의 범죄의 발생의 법

성격과 련된다.부진정부작 범설에 의하면 부하의 범죄는 객 구성요건

이며,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다.573)

진정부작 범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의 지휘 책임은

상 자의 작 의무 반만으로 성립하고,부하의 범죄는 일종의 객 처벌조

건이다.제5조의 문언 자체는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사이의 인과 계

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제5조가 독자 인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고 부하가 지른 범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부진정부작 범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고 본다.국제형법에는 국내 형법이 요구하는 수 의 형벌법정주의는 존재하

지 않는다. 습국제법과 로마규정은 지휘 책임에 하여 별도로 법정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러한 국제형법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지휘 이나 상 자를 부하의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 진정부작 범이냐 부진정부작 범

572)제5조를 진정부작 범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통설이 부작 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지를 기 으로 하는 형식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하고 있다.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인도법논총 제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7,

97-99면;이에 반하여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부하가 지른 범행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므로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도 있다.김경호,지휘책임법의 이해,합동군사 학교

법무실,2012,20면;한편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에 하여 부진정부작 범과 구조가 같지만

고의가 있어야 부진정부작 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태엽,국제형사법상 시 지휘

책임의 법 성격,법조 통권 제614호, 한변호사 회,2007.11.,153면),부하의 범죄행

를 (고의로)방지하지 않은 경우는 부진정부작 범,사후에 부하를 처벌하지 않은 경우는

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김응학,국제형사법상 지휘 의 부작 로 인한 형사책임 – ICTY

와 ICTR 례를 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06,26면)가 있다.

573)Weigend는 독일 국제형법 제4조는 부진정부작 범이라고 보면서 독일 국제형법 제4

조의 정당성은 상 자의 부작 와 하 자의 범죄와의 인과 계를 요구함으로써 확보된다고

하 다.Weigend,in:MüKo-StGB,2013,§4VStGBRn.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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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를 구분하는 결정 인 기 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5조는 작 범 규정과 별도로 부작 범에 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므로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의 구별에 하여 형벌법규의 조문형식을

기 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통설(형식설)574)에 따라 진정부작 범이라고 본다.

2.양벌규정 형식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상 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것

은 독일 국제형법 제4조가 단지 상 자를 하 자가 범한 범죄의 정범처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다.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주로 특별형법에서

자주 보이는 양벌규정의 표 형식을 사용하 고 이것은 2004년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 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그 밖의 종

업원(“피용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범죄행 를 한 경우에

그 행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사용자”)도 처벌하겠다는 취

지의 규정이다.575)양벌규정의 법 성질에 한 논의에서 지휘 책임에서 나

574)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125-126면.

575)식품 생법 제100조(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93조제3항 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하고,제93조제1항의 반행 를 하면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며,제93조제2항의 반행 를 하면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다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

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여신 문 융업법 제71조(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

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70조의 반행 를 하

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한다.다

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75조(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는 제74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한다.다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

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2009년 5월 21일 개정된 근로기 법 제1제15조 (양벌규정)사업주의 리인,사용인,그



- 227 -

타나는 것과 유사한 견해들이 보인다.576)이것은 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피용

자의 범죄에 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에서 보면 양벌규정의

구조가 지휘 책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577)

재의 국제형법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규율하며 법인의 형사책임을 포함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는 지휘 책임

과 직 비교하기 어렵다.578)따라서 지휘 책임과 비할 수 있는 경우는 양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한 사항에 하여 제107조,제109조부터 제111조까

지,제113조 는 제114조의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한다.다만,사업주가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

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6)무과실책임설,과실책임설,부작 책임설(부작 감독책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조

국,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 성격,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07,67-68면,박미숙/탁희성/임정호,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형사정

책연구원,2008,83-89면이 있다.조국의 설명에 따르면 진정과실책임설은 고의책임과 과실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자기책임이며,부작 책임설은 보증인지 에 있는 법인의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은 지휘 책임에 한 국제형법의 독립범죄설과 책

임형식설,그리고 국내 형법의 진정부작 범과 부진정부작 범의 구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진정부작 범,공범,과실범,진정부작 범으로 나 어 분석하고 있는 경우는

김유근,양벌규정에 정한 개별 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반행 의 범죄유형에 하

여,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한국형사법학회,2011,57-83면,김유근,선임감독자의 ‘일반

인’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 반행 의 범죄유형,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한국형사법학

회,2010,187면이 있다;한편 조병선은 순수 부작 범으로 구성하면서 우리의 기존의 법체

계에 없었던 새로운 단체책임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업주의 행 는 형사고에

한 례와 같이 과실의 결과에 한 인과 계로 연결되는 직 이고 구체 인 주의의무

반의 행 가 아니라 순수감독책임이며 이때 기업의 행 는 기업의 범죄 태도를 나타내

는 총체 인 반행 방지시스템의 결여가 된다고 한다.조병선,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과실추정설에 한 반론,형사정책 제21권 제1호,한국형사정책학회,2009,

359-364면;조병선,양벌규정의 구조와 행 자의 특정,형법 개정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

법무부,2008,233-238면 참조.

577)실제로 지휘 책임과 유사한 표 을 가진 양벌규정도 있었다.2009년 5월 21일 개정 의

근로기 법 제1제15조 (양벌규정)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한 사항에 하여 사업주를

하여 행 하는 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한다.다만,사업주(사업

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표자,사업주가 업에 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

니하는 미성년자 는 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리인을 사업주로 한다.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가 리

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반행 와 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행 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 자로 처벌한다.

578)양벌규정에 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헌법재 소와 법원은 구체 행 를 한 자

의 지 를 기 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즉,법인의 기 이 행 자인 표자 반사례

유형,기타의 종업원이 행 자인 종업원 반사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법인의 기 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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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인 사용자( 업주)를 처벌할 때이다.물론 국제범죄처

벌법 제5조는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일반 인 양벌규정들과 차이가 있다.이러

한 차이 을 논외로 하고 지휘 책임을 양벌규정으로 규정한 근법의 타당성

에 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사용자가 이익의 귀속주체라는 에 을 두고 있

다.579)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고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양벌규정에 하여 제기되었던 결과책임이나

책임,책임주의 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지휘 책임은 상

자가 자신과 부하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에서 인정되는 책임

이 아니라 범죄를 지른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이며 범죄를 지른 부하를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에 근거한다.지휘 책임은 부하를 처

벌하는 “외”에 상 자“도”처벌하는 부수 책임이 아니다.상 자의 책임은

국제형법에 있어서 국제범죄를 직 지른 부하의 처벌보다 시된다.제5조

의 양벌규정 형식은 지휘 책임이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에 근거한 책임형식

이라는 을 반 하지 못한다.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에서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라

는 부분을 삭제하여도 지휘 는 상 자에 한 처벌 문구는 여 히 남는다

는 에서 이 부분을 주의규정이나 당연규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 게 보

면 제5조는 ‘지휘 는 상 자가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그 지휘 는 상 자

자의 행 는 바로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책임주의 반의 문제가 없다는 에서 구별의 실익

을 찾는다.김성돈,양벌규정과 책임주의의 재조명,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한국형사법학

회,2015,125-126면;김유근,양벌규정에 정한 개별 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반행

의 범죄유형에 하여,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한국형사법학회,2011,57면;2010.7.29.

헌법재 소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 법원 2010.09.30.선고 2009도3876 결

[폐기물 리법 반· 기환경보 법 반];지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와 같은 분류에 따르

면 언제나 종업원 반사례형에 상응한다.즉,지휘 책임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인식 는

알았어야 했을 것을 요하며,부하가 상 자의 기 으로 행 하 기 때문에 그 부하의 행

가 바로 상 자에게 귀속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79)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110-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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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되며,그 문언 자체만

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그러나,“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이라는 표

은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질 다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그 집단살

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를 삭제한다면 그것이 논리 으로 제

하고 있는 “부하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사라진다.580)부하가 국제범죄

를 범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 자가 이를 방지하지 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않았지만,부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국제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 자를 국제범죄처벌법을 용하여 처벌할 이유가 없

다(국제범죄처벌법 제3조 참조).이러한 이유로 독일 국제형법 제4조도 “하

자가 범한 범죄”의 정범처럼 처벌한다는 표 을 포함하고 있다.우리 국제

범죄처벌법 제5조의 양벌규정의 형식은 주의규정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3.부하의 범죄의 발생

제5조의 문언은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상 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서 “사람”이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고

하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 자의 부하나 하 자를 말하는 것인지,그러한

범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

러나,‘“그”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이라는 표 의 “그”가 단지 “집단살해죄

등”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수식한다고 보면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부하 는 상 자”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제5조의 입법자도 이러한 의도

로 “그”라는 수식어를 사용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독일의 국제형법 제4조는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와의 련성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독일 국제형법 제4조 단서는 독일 형법 제

13조 제2항의 감경을 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제4조가 부진정부작 범의

580)벌칙규정에서 범죄 주체로 규정된 자 이외의 자를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경우(구 건축법 제78조의 벌칙규정의 용 상이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에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그 용 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

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다. 법원 2009.2.12.선고 2008도9476 결 참조)가 있으나

국제범죄처벌법은 이러한 상황과는 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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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 자의 부작 와 부하

의 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다.그러나,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

5조는 독일 국제형법 제4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 계를 명시 으로 요구하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5조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 이 없다.제5조는 상 자의 부작 와 부

하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제5조가 우리 형법상 진

정부작 범이라는 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요구하지 않은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의 인과 계를 특별한 근거없이 요구하는 할 수는 없다.우리 국

제범죄처벌법 제5조에서 부하의 범죄는 객 처벌조건이며,단순한 객

구성요건으로 구성된 독일 국제형법 제4조의 부하의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

다.

한편,제5조에서 부하의 범죄의 발생은 상 자의 인식의 상이다.즉,상

자가 부하가 국제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부작 한 경우

에 제5조가 성립하므로 부하의 범죄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따라서 제5조에

서 부하의 범죄의 발생은 고의나 과실의 상이 아닌 일반 인 객 처벌

조건과는 다르며,인과 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에서 특수한 객 처벌

조건이다.

III.제15조 제1항과 제2항 [고의 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

1.직무태만죄

독일의 국제형법 이 감독의무 반죄(제13조)와 범죄보고불이행죄(제1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은 직무태만죄(제15조)라는 하

나의 범죄 규정을 두었다.이것은 범죄방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범죄를

처벌(보고)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상 자로서의 직무태만이라는 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본 것이며,이러한 면에서 국제형법의 취지에 가까운 진보 인 입

법태도라고 볼 수 있다.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581)은 그것이 참고로 한 독일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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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1항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독일 국제형법 제13조 제1

항은 고의 는 과실로 하 자를 하게 하게 감독하는 의무를 반한 경우

에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견가능성이 있었고,하 자의 범죄를 방

지할 수 있었을 때 감독의무 반으로 처벌된다.반면에 국제범죄처벌법 제15

조 제1항과 제2항은 상 자가 고의 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하

여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되며 독일 독

일 국제형법 과 달리 부하의 범죄에 한 견가능성이나 방지가능성을 명문

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 독일 국제형법 은 부하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에 반하여 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15

조는 이러한 요건을 명시 으로는 표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우리 국제범죄

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을 해석하기 하여는 먼 부하의 범죄의 발생

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인지를 단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간결한 표 을 사용하여 문언의 표 이 다양한 해

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제2항에서 “제1항의 행 ”라고 지시한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해석을 한꺼번에 비교분석하는 것

이 어렵다.따라서 제15조 제1항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는 “고의”

행 를 의미하고,제15조 제2항의 “제1항의 행 ”는 “군 의 지휘 는 단

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로 하여 일단 해석한다.논의의 편의를 하여 이하에서는 제15조의 “직무

를 게을리하는 경우”는 “직무해태”로 지칭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는 “직

무유기”로 지칭한다.따라서 제15조의 “직무태만”은 제1항과 제2항의 “직무해

태”와 “직무유기”를 포함한다.

2.진정부작 범인지 부진정부작 범인지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이 참고로 한 독일 국제형법 제13조

에 하여는 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와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가 립되

고 있다.582)직무태만죄의 규정을 만든 입법자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우

581)제15조 제2항은 과실로 제1항의 행 에 이른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고의와 과실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제15조 제1항과 구조가 같다고 할 수 있다.

582) Weigend, in: MüKo-StGB, 2013, § 13 VStGB Rn. 25; J. Bü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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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583)에 하여도 진정부작 범설과 부진정부작

범설이 립하고 있다.584)형법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결국 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본질

은 요구되는 작 의무를 부작 한 것에 있다.작 에 의해서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의 진정부작 범으로서의 법 성격이 변한다고

볼 수 없다.부작 범의 구성요건인 작 의무 반은 부작 뿐만 아니라 작

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585)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조

문의 형식상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즉 부작 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부작 범이라고 본

다.586)

3.부하의 국제범죄

(1)부하의 국제범죄의 법 성격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의 법 성격이 문제된

다.법문의 구조에 비추어 고의(제15조 제1항)와 과실(제15조 제2항)은 직무태

만에 한 것이지 부하의 범죄에 한 고의나 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그 문언 자체로는 부하의 범죄의 발생

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8;BT-Drs.14/8524,S.

36.

583)형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 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84) 례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 범으로서 구체 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원 1983.03.22.선고 82도

3065 결: 법원 1972.09.12.선고 72도1175 결; 법원 1965.12.10.선고 65도826 원합

의체 결;한편 학설은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직무수행의

거부는 진정부작 범,직무유기는 부진정부작 범이라는 견해가 립하고 있다.이재상/장

민/강동범,형법각론 제10 ,박 사,2016,704면;김성천/김형 ,형법각론 제5 ,도서출

소진,2015,802-803면;정 일,형법각론 제3 ,박 사,2011,756-757면;김성돈,형법총론

4 ,성균 학교 출 부,2015,545-546면;오병두,직무유기의 성립범 에 한 연구,홍익

법학 제14권 제2호,홍익 학교 법학연구소,2013,558-562면.

585)김성천/김형 ,형법각론 제5 ,도서출 소진,2015,803면 참조.

586)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하여 (진정)부작 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 근거에 하여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

임,인도법논총 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7,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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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상 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지에 하여 어떠한 언 도 하

고 있지 않다.독일 국제형법 제13조의 입법자들은 동조에서 부하의 범죄의

발생을 객 처벌조건이라고 보았다.이에 하여 독일 국제형법 제13조

가 부진정부작 범이라고 하면서 부하의 범죄의 발생을 순수한 객 처벌조

건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587)이 견해는 독일 국제형법 제13조

제1항이 상 자가 하 자의 범죄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하 자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하 다.그러나,우

리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

다.입법자는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을 진정부작 범으로 구성

하고 그 불법과 책임의 핵심을 부하의 범죄를 발생하게 한 상 자의 직무태만

(부작 )에서 찾고 있다.따라서,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부하의 범죄의 발

생은 상 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객 처벌조건이며,이 에서

같은 객 처벌조건이지만 그에 한 상 자의 인식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

독일 국제형법 제13조의 부하의 범죄의 발생과는 다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5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상 자의 직무태만과 부하의 범죄 발생 사

이에 인과 계가 요구되며,이러한 에서 특수한 객 처벌조건이다.588)

(2)“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표

은 일상용어에 가깝고 형법의 처벌규정의 문언으로는 하지 않다.이 표

의 해석의 단서는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라

는 요건이 명시 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다음과 같

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표

587)BT-Drs.14/8524,S.36;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25;J.Bülte,

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8.

588)객 처벌조건은 보통 그에 한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한편,피고인의 행

와 객 처벌조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에 하여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로 보인다.Eisele,in:

Schönke/Schröder,Strafgesetzbuchkommentar,29Aufl.,2014,Vorbem.§§3ff.,Rn.126;

Stree/Sternbert-Lieben,in:Schönke/Schröder,Strafgesetzbuchkommentar,29Aufl.,2014,

§231Rn.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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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순수

한 부작 (행 )를 표 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부작 설).

우리 입법자가 제15조 제1항에서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포함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국제범죄(미수 포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국내 형법의 문제일 뿐이며,국제범죄처벌법에 규정하여 이

를 처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따라서 제15조 제1항의 “부하가 집단살해죄등

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표 을 상 자가 부하의 범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부작 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범죄를 처벌

하려는 국제범죄처벌법의 목 에 부합하지 않는다.이러한 해석은 고려의

상이 되지 못한다.

제15조 제1항이 국제범죄처벌법의 규정으로서 의미를 갖기 하여는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포함시켜야 한다.이러한 요건은 실효 인 지

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표 속에서 찾을 수 있다.즉,입법자는 실효 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하 다

는 표 을 통하여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

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 단순히 부하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요건만을 의미하

는지 더 나아가 상 자가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행 ”(상 자의 부작 )를 포함

하는지가 문제된다.이에 하여는 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

을 수 있다.첫째는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을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 발

생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부작 와 결과 병존설).둘째는 부하가 집단살

해죄등을 범하 다는 결과만을 의미하고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부작 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결과설).

부작 와 결과 병존설은 Triffterer가 로마규정 제28조의 모두 문구(chapeau

element)에 있는 “ 하게 통제하지 못한”(failure to exerci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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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ly)이라는 문언이 지휘 책임의 범죄방지,억제,처벌,보고의무 반(부

작 )과 별도로 요구되는 독립한 부작 라고 구성한 것과 유사한 해석 방식이

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Triffterer의 견해는 재 어도 범죄방지,억제의무

의 반과 련하여서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제4장 제2 III.2.참조).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

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문언에서 별도의 부작 라는 요건을 찾는 것은

Triffteter의 주장에 해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비 을 할 수 있다.형

법상 고의를 요구하는 표 이 없어도 과실과 같은 특별한 주 구성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범죄행 는 주 요건으로 고의를 요구한다.제5조에서 고의

의 부하의 범죄방지의무불이행을 부하의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제

15조 제1항에서 고의의 직무태만과 고의의 부하의 범죄방지의무불이행을 결합

한 범죄규정을 다시 둘 이유도 없고,이 게 고의를 요구하는 범죄에 하여

겨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제5조의 법정형과 균형이 맞지 않는

다.

한편 결과설에 하여는 제15조 제1항의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

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문언에서 명시 으로 표 된 부하가 범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부작 를 무시하는 것

이다.제15조 제1항의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에서 부하의 범죄라는 결과

만을 남기고 상 자의 부작 라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문언의 상식 인 의

미를 벗어난다.그러나,이러한 부작 에 고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도 제

5조와 제15조의 계,그리고 제15조 제1항의 법정형에 비추어 부당하다.가능

한 해석은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표 은 상 자의 부작 와 부하

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모두 포함하며 이 체가 객 처벌조건이 된

다고 보는 것이다.따라서,제15조 제1항의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에 포

함된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부작 에 하여는

상 자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부작 와 결과 결합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부작 에 과실을 요

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

하지 않은 부작 자체에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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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과 계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

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

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한다.그 기

본 구조는 상 자가 직무태만“하여”부하의 범죄를 제지하거나 방지하지 못

한 것이다.따라서,상 자의 부작 (방지 는 제지하지 않은 행 )와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은 상 자의 직무태만의 결과일 것이 요구된다.

4.상 자의 과실이 요구되는지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상 자의 직무태만에 하여 고의

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

부에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독일 국제형법 제13조의 해석과

련하여 Weigend는 상 자가 부하의 범행 는 그 범행의 구체 가능성을 실

제로 견했고, 그리고 부하의 범죄를 제지,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

(Abwendungsmöglichkeit)을 인식했다면 독일 국제형법 제13조가 용되지

않고 국제형법 제4조가 용된다고 한다.589)이러한 해석은 독일 국제형법

제13조의 입법취지와 제13조의 법문이 하 자의 범죄사실에 한 인식가능

성과 방지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에 근거한 것이다.590)우리 국제범죄처

벌법 제15조 제1항은 와 같은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 자의 부

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던 경우는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 법정형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비하여 하기 때문에 제15조 제1

항과 제2항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몰랐던 경우에만 용된다고 해

석할 것이다.나아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

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제15조 제1항의 문언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어야 했음에도

589)Weigend,in:MüKo-StGB,2013,§13VStGBRn.27.

590)입법이유서는 감독자가 부하들의 임박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독일 형법의 원

칙에 따라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부하의 련 범죄에 하여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기 하여 제13조를 만들었다고 명시 으로 설명하고 있다.BT-Drs.14/8524,S.19;

J.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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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제5조와 제15조

제1항과의 계를 통해 부하의 범죄에 하여 인식이 있었던 경우는 제5조가

용되기 때문에 제15조 제1항이 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제15조 제1항이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인식이 없는 경우에 용된다는 결론을 도출

하게 한다.그러나,이러한 해석에 의해 제15조 제1항에 상 자가 과실로 부하

의 범죄를 몰랐다는 요건을 만들어 수는 없다.591)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알지 못한 과실이 요구되는지는 제15조 제1항과 제2

항이 결과 가 범인지 여부와 련된다.592)

5.결과 가 범 여부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이 결과 가 범을 의도하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제15조 제1항은 우리 형법의 각칙에서 결과 가 범593)이라

고 지목되는 규정들과 약간의 표 차이는 있지만 구조가 유사하다.각칙의

결과 가 범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형법 제259

조 제1항 상해치사죄),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때(형법

591)고의나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 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한 요건이고 부

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는 것을 표 하는 것이 아니

다.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부하의 범죄에 한 상 자의 주 요건에 하여 어떤 기

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2004년 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 처벌등에 한 법률안은 제5조

제1항에서 명시 으로 군지휘 이 부하가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함을 알거나 는 “정황

상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당시의 공

청회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제5조 제2항의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하여 고의만을 요

구하고 로마규정과 달리 무모함 기 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는 것이었다.무모함 기 이

미법의 주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지만,우리 법체계에서의 치는 명백하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기 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 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그런데,2004년 법률안에 있었던 과실 요건이 행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제15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92)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가 상 자의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

나 이 견해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김 석,국제형사재 소 할 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 해설서,법무부,2008,32면;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에 하여 과실만으로는 국제범죄에

한 결과를 상 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요청과 상 자에게 한 책임을 부과하여 국제

범죄를 축출하기 해 과실에 해서까지 그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습국제법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제15조가 지휘 의 직무유

기에의 고의범과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더 이상 구체 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이태엽,국제형사법상 시 지휘 책임의 법 성격,법조 통권 제614호, 한

변호사 회,2007.11.,150면.

593)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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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강간치상) 는 사망에 “이르게”한 때(형법 제301조의2강간치사)라

는 표 을 쓰고 있다.결과 가 범에서 사용하는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 다는 표 은 기본범죄를 한 자에 의하여 한 결과가 발생하 다는 인과

계를 요구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상 자가 직무태만“하

여”부하의 범죄가 발생하 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 자의 직무태만과

부하의 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 계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에 착안하여

직무태만을 기본범죄라고 본다면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기본범죄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한 결과)594)이 인과 계로 결합된 결과

가 범처럼 보인다.595)

형법의 결과 가 범의 근본 문제는 기본범죄와 한 결과의 과실범의

결합범을 창조함으로써 개별 범죄들의 상상 경합에 의해 산출되는 법정형을

과한다는 에 있다.형법 각칙에 규정된 결과 가 범 자체는 기본범죄와

한 결과 사이의 인과 계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문제

을 시정하기 하여 통설과 례는 결과 가 범에 용되는 형법 제15조 제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 결과에 하여 견가능성을 과실로 해석하고 있

다.나아가 학설은 직 인과 계 는 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직 인

결과인 경우에 한하여 객 귀속을 인정한다는 직 성의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596)

594) 한 결과란 그 자체로서 기본범죄에 비해 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불법과 합해서 기본범죄보다 한 결과가 된다는 의미이다.이상돈 형법강론,박 사,2015,

170면;결과 가 범이란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기본범죄보다 가 되는 형벌로 처벌되는 범죄유형이다.이용식,결과 가 범에 한 연구

- 형 험의 실 과 미수의 인정여부에 한 하나의 문제제기-,서울 학교 법학 46권 1

호,2005,155면.

595)독일의 국제형법 제13조 제1항은 결과 가 범인 독일 군형법 41조를 모델로 하 다.J.

Bülte,Vorgesetzenverantwortlichkeitim Strafrecht,Nomos,2015,S.294.

596)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250-253면.이용식,결과 가 범에 한 연구 -

형 험의 실 과 미수의 인정여부에 한 하나의 문제제기-,서울 학교 법학,제46권 제

1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05,156-159면;김성돈,형법총론 제4 ,성균 학교 출

부,2015,518-519면;김성천/김형 ,형법각론 제5 ,도서출 소진,2015,203-205면; 법

원 2008.02.29.선고 2007도10120 결; 법원 1988.04.12.선고 88도178 결; 법원

1990.09.25.선고 90도1596 결;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 가 범의 “ 견가능성”을 과실

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에 하여 학자들간에 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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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상 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

나 제지하지 못[하 다]”는 규정에서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과실로”방지하

거나 제지하지 못하 다는 요건은 발견되지 않는다.597)그런데,형법 총칙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용되므로(형법 제8조),국제범죄처벌법 제

15조 제1항과 제2항이 결과 가 범이라면,결과 가 범에 용되는 형법

제15조 제2항이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은 결과 가 범이 아니다.지휘 책임이 복

잡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일한 책임형식이며,그 자체가

기본범죄이다.가 되기 의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가

범처럼 기본범죄에 하여 형이 가 된 것이 아니다.결과 가 범의 형의

가 의 은 한 결과에 있지만 지휘 책임의 불법의 핵심은 오히려 결과

가 범에서 말하는 기본범죄(상 자의 부작 )에 있는 것이다.598)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결과 가

범으로 볼 수 없다.형법의 결과 가 범의 규정들은 상해치사,강간치상,강

간치사 의 경우처럼 부분 “치상” 는 “치사”라는 표 을 죄명에 포함시키

고 있는데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는 죄명자체가 “직무태만죄”이며 결과 가

범의 취지를 담고 있지 않다.결과 가 범이라는 용어 자체도 한 결과

를 이유로 기본범죄의 형을 가 한다는 것이므로 기본범죄가 이미 별도로 존

재하고 있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 공무원에 하여는 형법 제122조(직

무유기죄),군인에 하여는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죄),제35조(근무태만죄),

제,형법총칙 구성요건 련조문들의 개정방안,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2008,11면.

597)앞에서 본 부하의 국제범죄에 한 부작 와 결과 결합설에 의하면 상 자가 부하의 범죄

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부작 에 고의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598)Beling은 결과 가 범에 있어서의 한 결과를 재의 객 처벌조건에 상응하는 형

벌 하조건에 속한다고 보았다.Beling의 형벌 하조건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건해당성과 달리 아무런 심리 연 도 필요없고,그 사실상의 존재로 충분한 것으로

악하 다.김용희,객 처벌조건에 한 연구,법학연구 제18집,한국법학회,2005,311

면;결과 가 범에서의 한 결과를 한때 객 처벌조건으로 보았던 경우도 있지만

재는 한 결과에 하여 견가능성,즉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객 처벌조건으로 보자는

견해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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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출병거부죄),제44조(항명죄)가 직무해태 는 직무유기와 련이 있다.

그러나,공무원이나 군인에 하여도 상 자로서의 단순한 직무해태만을 이유

로 한 처벌규정은 발견되지 않으며,민간인에 하여는 직무태만과 련된 처

벌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6.직무태만:“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 다는 문언

이 과실에 의한 직무태만과 고의에 의한 직무태만을 열거한 것인지,고의의

직무태만을 그 태만의 정도에 따라 열거한 것인지 혼란스럽다.특히 “직무를

게을리하거나”의미가 문제된다.다음과 같은 견해가 립될 수 있다.

(1)고의설

우리 법원은 직무유기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 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공무원이 태만·분망 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 으로 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599)직무유기죄는 고의범이므로 례가 “태만”을 과실행 로 보았다

면 와 같은 구별의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는다. 례에서 “태만”

은 직무유기죄의 고의는 있으나 피고인의 행 가 성실 는 한 직무수행

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례의 이러한 용어례를 염두에 두면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는 례가

말하는 “태만”을 말한다.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직무를 게을리 한

“ 의의 직무태만”(직무해태)과 직무를 유기한 “직무유기”로 구성되고,국제범

죄처벌법 제15조의 제목인 “지휘 등의 직무태만죄”에서의 직무태만( 의의

직무태만)은 이러한 의의 직무태만(직무해태)과 직무유기를 모두 포함한다.

599) 법원 2014.04.10.선고 2013도229 결; 법원 2013.4.26.선고 2012도15257 결; 법원

2011.07.28.선고 2011도1739 결; 법원 1983.01.18.선고 82도2624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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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직무유기와 의의 직무태만(직무해태)은 의의 직무태만에서 직무

수행의 불성실과 부 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2)과실설

일부 견해는 례가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 으로 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 기 때문

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표 한 부분은 과실에 의

해 직무유기를 말한다고 주장한다.600)한편 례도 직무유기죄가 아닌 사안에

서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표 을 쓰고 있다. 례는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75조(양벌규정)601)의 “ 반행 를 방지하

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경우”는

반행 가 발생한 그 업무와 련하여 “상당한 주의 는 리·감독 의무를 게

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602)업무상과

600) 례와 통설이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 으로 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

과한 경우”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죄의 성립이 문제되

지 않기 때문이다.오병두,직무유기의 성립범 에 한 연구,홍익법학 제14권 제2호,홍익

학교 법학연구소,2013,564-565면;태만 분망 등의 이유로 직무집행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임종수,국공립학교 교원의 직무유기죄

용에 한 법 논의,교육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교육법학회,2012,144면.

601)제75조(양벌규정)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 형을 과(科)한다.다만,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

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2) 법원 2012.05.09.선고 2011도11264 결[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반

(정보통신망침해등)]; 법원 2010.04.15.선고 2009도9624 결[도로법 반];헌법재 소

2007.11.29.2005헌가10, 례집 19-2,520[ 헌];헌법재 소, 법원,학설의 지배 인 견

해,법무부는 양벌규정이 과실책임을 의미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김

유근,양벌규정에 정한 개별 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반행 의 범죄유형에 하여,

형사법연구 23권 2호,2011,57면;2007년 1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 소의 2005헌가10 헌

결정이 있기 에 발표된 조국의 논문도 헌법재 소 결정과 법원 결은 법인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한 주의의무 반에 한 과실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진정과실책임설’을 명

시 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다만,조국은 진정과실책임설은 법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부작 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한다고 한다.

조국,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 성격,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서울 학교

법학연구소,2007.9.,67-74면;이 밖에도 우리 법원은 “조치를 강구하여야함에도 이를 게

을리”한 경우를 과실을 표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원 2009.4.23.선고 2008도

11921 결),민사사건의 하 심 법원에서 근무태만을 직무상 과실이라고 표 한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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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치사 사건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과실로 본 례도 있다.603)

여기서 례가 의무의 이행과 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게을리”라는 표 이

과실을 지칭하기 하여 사용되었다는 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제범죄처벌

법 제15조 제1항의 직무를 게을리하 다는 요건은 상 자가 과실로 직무태만

을 하 다는 취지로 해석한다.604)한편,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과실과 고의

의 직무태만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과실의 직무태만이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에서 과실의 직

무태만으로 보는 견해와 차이가 없다.605)

(3)소결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사용하고 있는 “직무를 게을리하 다”는 문

언을 과실행 를 표 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다음과 같은 모

순이 발생한다.

제15조 제1항은 이미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여’

라고 규정하여 직무 반의 과실과 고의를 모두 규정하고 이에 하여 7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2항은 과실로 제1항의 행

에 이른 자에 하여 제1항(7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을 2년 정도 감경(5

다( 법원 2001.06.26.선고 99다5484 결).

603) 법원 2009.07.23.선고 2009도3219 결

604)이윤제,야마시타 사건과 상 자책임,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2013,61-62면;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의 직무유기는 고의범이고 직무태만은 과실범이다.김

경호,지휘책임법의 이해,합동군사 학교 법무실,2012,27면.

605)직무를 게을리 하는 직무태만은 고의로 하는 경우와 과실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제

15조 제1항은 “직무를 유기하여”로만 하고 “게을리 하거나”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고의범인

직무유기죄의 형식으로 두고 제15조 제2항은 “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로 규정하여 과실

범인 직무태만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

인도법논총 제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소,2007,100-101면;군형법은 제7장 군무태만

의 죄에서 “근무태만죄”(제35조)를 규정하고 있다.근무태만죄의 하나의 유형인 투 비태

만죄는 “지휘 는 이에 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과의 교 이 측되는

경우에 투 비를 게을리한 사람”을 무기 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이에 하

여 투 비를 태만히 한다 함은 투 비에 하여 할 바를 다하지 않고 이를 해태하는 것

으로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견해(이상철 외 5인,군사법원론,박 사,2014,164면,박 섭,

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인도법논총 제27호, 한 십자사 인도법연구

소,2007,101면)와 투 비태만죄는 고의범이며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육군종합

행정학교,군형법,2012,232면)가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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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하 징역)하여 처벌하고 있다.고의나 과실의 직무태만으로 범죄를 방지

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를 제1항에서 규정하고도 제2항은 다시 과실로 제1

항의 행 에 이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종합하면 제2항은 ‘과실로’

‘고의나 과실의 직무태만으로 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

게 된다.이러한 문제 을 피하기 하여 제15조 제2항의 “과실로 인하여 제1

항의 행 에 이른”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에 한 것이 아니라 “집단

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 는 제지하지 못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해석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2항이 과실로 인하여 부하가 집단살해죄등

을 범하는 것을 방지 는 제지하지 못한 자를 과실 직무태만죄로 처벌하면서

제15조 제1항의 직무태만죄보다 법정형을 낮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

다.606)이 견해는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2항의 “제1항의 행 ”가 제1항

에서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

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만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르면 제15조 제2항

은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과실로 인하여 실효 인 지

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이 게 되면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라

는 직무태만죄의 핵심은 제15조 제2항에서 사라지고 제15조 제2항은 단순히

과실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제15조의 제목

이 직무태만죄라는 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도와는 무 해 보인다.

둘째는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

긴다.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2항이 과실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 는 제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제15조 제1항은 그와 반 로 고의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 는 제지”하지 않은 경우가 될 것이다.

즉,제15조 제1항은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

606)박 섭,부하의 쟁범죄에 한 지휘 의 형사책임,,인도법논총 제27호, 한 십자사 인

도법연구소,2007,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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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

하는 것을 고의로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제15조 제2항은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

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과실로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라는 규정이 된다.제15조 제1항에서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

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고의로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지휘 이 부하들이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로서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용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제5조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결국 직무를

게을리하 다는 표 을 과실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의 직무해태(직무를 게을리하 다)는 과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의 경우이지만 직무불이행의 정도가 유기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직무

독일의 국제형법 제13조는 ‘하 자를’ 히 ‘감독’하는 것의 부작 를 규

정하고 있다.국제형법은 상 자가 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를 반하 다

는 것을 지휘 책임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독일 국제형법 제13조의 부하를

히 “감독”할 의무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히 “통제”할 의무와 동

일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감독이라는 문언이 통제라는 표 에 일정

정도 상응하는 을 인정할 수 있다.통제나 감독은 그것이 상 자의 직무

에서 하 자에 한 리나 감독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다.그러나,

국제범죄처벌법의 “직무”라는 표 은 범 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여기서 직무의 내용은 제한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그 지 않다면

상 자의 직무태만과 조건 인과 계를 가지는 하 자의 모든 국제범죄에

하여 제15조 제1항이 성립하며,특히 제15조 제2항이 과실의 직무태만까지 처

벌하고 있다는 에서 그 부당성은 명확하다.제15조의 직무의 제한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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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는 제15조 제1항의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라는 표

과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

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 에서 찾을 수 있다.상 자로서 직

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 다는 표 이 “상 자가”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

기하 다는 것인지 “상 자로서의”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 다는 표 인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지휘 책임의 취지와 부합한다.

한편,“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이라는 문언은 “상 자로서의”“직무”가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는 것과 련될

것으로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즉,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는 부하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는 것과 련된 상 자로서의 직

무를 말한다.

IV.제15조 제3항 [범죄보고 직무태만]

독일 국제형법 제14조의 제목은 범죄보고불이행(Unterlassen der

MeldungeinerStraftat)이다.조상제는 이것을 불고지죄라고 번역하 다.607)

불고지(죄)라는 죄명은 우리의 국가보안법 제10조의 죄명이다.608)불고지죄는

독재정권,권 주의 정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

으로 남용되어 그 악명을 떨쳤다.609)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3항은 북한 형

607)조상제,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독일 국제형법 의 입법과정과 내용,형사정책

연구원,2008,158면.

608)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

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 는 정보기 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2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다만,본범과 친족 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는 면제한다.

609)북한 형법은 제25조에서 불신고범에 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규정된 경

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반국가 반민족범죄의 경우의 불신고는 외없이 처

벌되며(제72조),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국가재산강도죄,고의 살인죄,개인재산 강도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불신고죄로 처벌된다(제228조).법무부,북한형법 주석,2015,176-178

면;북한 형법은 친족 계에 한 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남한의 형법에는 불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형법만 비교한다면 남한형법이 더 자유주의 이다.한인섭,국

가보안법 폐지론,헌법학연구 10권 4호,2004.12.141면;[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인

권침해 법률로 집 비 받는 조항으로서 국가의 존립·안 을 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

강화 요청에 부응하여 날치기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된 것이다.그러한 독재강화-인

권유린을 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한민국의 존립과 안 을 보호하기 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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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마찬가지로 (진정)부작 범이라는

은 같지만,그 용 상과 법 성격이 다르다.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시민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그러나,지휘 책임의 유형으로서의 국제범죄 보고의무 반의 주체는 국

가 는 이에 하는 집단의 지도자이다.국제범죄는 지도자들의 유인,묵인,

방치에 의해서 발생하 고,그래서 국가 권력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지휘

책임은 국제범죄를 은폐하고 그럼으로써 장래의 국제범죄를 조장한 지도자

들을 처벌하기 하여 상 자(지도자)들에게 국제범죄의 처벌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처벌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하여 범죄를 할 당국에 알

리도록 요구한 것이다.따라서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보고의무는 국제형법에서

범죄방지의무,범죄억제의무와 동등한 지 에 있다.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국가 는 정권에 한 죄의 성격을 갖지만,지휘 책임의 범죄처벌의무 는

그 체 수단으로서의 범죄보고의무의 반은 시민과 민 을 포함하는 인류와

인간성에 한 죄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국제범죄처벌법이 제15조 제3항에서 상 자의 범죄보고의무 반에 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지휘 책임의 범죄보고의무

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3항의 5년 이하

의 징역형은 벌 형이 없다는 을 제외하면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의

법정형과 같다.상 자의 국제범죄 보고의무 반을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로 이해하고 있다는 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국제범죄처벌법은 과실의 범죄보고의무 반에 한 처벌규정이 없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지휘 책임에 있어서 범죄보고의무는 범죄방지의무,범

법 장치로는 행 형법으로 충분하다.···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그동안 가장 남용되

었던 조항,시민 자유를 직 침해하는 조항이 곧바로 삭제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국가

보안법이 폐지되거나 어도 제7조(찬양·고무),제10조라도 폐지된다면 공안당국에 의한 인

권침해의 가능성은 훨씬 어들 것이다.한인섭,국가보안법 쟁 과 남북정상회담, 훈

여름호, 훈클럽,2006.6.55-57면;한편 헌법재 소는 국가보안법 제10조에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고(헌법재 소 1998.7.16.96헌바35, 례집 10-2,159[합헌]), 법원도 헌이

아니라고 한다( 법원 1990.8.24.선고 90도1285 결[국가보안법 반,외국환 리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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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억제의무에 비하여 덜 요한 의무가 아니다.지도자가 부하들의 국제범죄

를 처벌하거나 할 당국에 처벌하도록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장래의 국제범죄

를 조장하는 것이다.따라서 국제형법은 범죄처벌의무,범죄보고의무 반을 범

죄방지의무와 동등한 지휘 책임의 유형으로 악하고 있다.범죄보고의무가

범죄방지의무,범죄억제의무보다 덜 요하고 그 의무 반의 불법도 다른 의

무 반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같은 성질

의 처벌규정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이다.국제형법은 과실의 범죄보고의

무 반도 다른 유형의 의무 반과 마찬가지고 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효도 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우리 국제범죄처벌법(마찬가지 이유

로 독일의 국제형법 )은 로마규정의 보충성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

한편,제15조 제3항의 범죄보고직무태만죄에 있어서 부하의 범죄는 이미 발

생한 것이므로 객 처벌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객 구성요건 요소에 불

과하다.

제3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와 지휘 책임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란 책임 없으면 형벌을 과할 수 없고,형

벌을 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책임비난을

가하려면 그 제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610)국제형법은 개인의

형사책임에 한 법이기 때문에 책임주의가 용되며,지휘 책임이 국제 형

법의 책임형식이라는 이유로 책임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그러나,국제형법의

책임주의는 국내 형법의 책임주의와 동일한 내용을 갖지는 않는다.

610)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165,791면;‘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

다’는 형벌에 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국민 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

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헌

법재 소 2009.7.30.2008헌가16, 례집 21-2상,97[ 헌]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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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의 책임주의와 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의 특수성을

살펴보자.첫째,국제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국내 형법과 다르다. 를 들면,

국제형법에서는 형벌법정주의가 용되지 않으며,개별 범죄에 하여 법정형

을 규정하지 않는다.따라서,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라는 개념은 범죄

(책임)의 성립 규정 자체에서는 철될 수 없고 양형 단계에서 용된다.이런

이유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기 하여 지휘 책임의 성립단계에서는 지휘

책임의 유형의 차이,즉 고의나 과실의 유형,범죄방지의무 반과 범죄처벌의

무 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둘째는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이다.지휘 책

임은 국제범죄를 지른 조직의 지도자(상 자)에 한 형사책임이다.국제형

법은 국제범죄 발생에 한 지도자(상 자)의 실질 기여를 형사책임의 성립

에 반 하여 지휘 책임이라는 특별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국제범죄를 직

실행하지 않은 조직의 지도자(상 자)에 하여 부하들의 국제범죄에 하

여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한다.국

내 형법이 일반 으로 과실의 부작 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제형법은

지도자(상 자)의 과실의 부작 를 처벌하고,이에 하여 공 지 에 기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으며,시효도 용되지 않는다.611)

그러나,국제형법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휘 책임이 국내 형법

에 편입되어 국내 법원에서 용되기 하여는 그 나라 국내형법의 책임주의

와 조화될 것이 요구된다.따라서 우리 헌법과 형법이 요구하는 책임주의가

지휘 책임에 어떻게 반 되고,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

하다.이러한 검토는 형법 제8조,그리고 우리 형법에 있는 지휘 책임의 요

소,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I.형법 제8조

형법 제8조(총칙의 용)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용한다.단,

611)박찬운은 2004년 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처벌등에 한법률안 제5조(지휘 기타 상 자

의 책임)에 하여 “지휘 에 해 고의범과 과실범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

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 이 있다.그러나 이 조문에서 지휘 의 책임은 지휘

의 책임 역에서 일어난 행 에 한 결과에 해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 인 형사상 책임주의를 여기에서 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 다.법무

부,국제형사재 소 할범죄의처벌등에 한법률안 공청회 자료,200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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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형법 제8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인과

계 등에 하여 형법 총칙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외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 소도 “법인에 한 형사

처벌과 책임주의”에 하여 자연인에 한 책임 개념을 법인에 그 로 용하

지 않아도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612)

국제범죄는 국제 요소(international element)와 기본범죄(underlying

offence)로 구성된다.국제 요소는 국내법상의 일반범죄를 국제공동체가

심을 가지고 처벌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와 같은 거 조

직의 개입과 여를 통하여 발생한다.기본범죄는 국제범죄의 개별 행 를

이루는 부분으로 국내 형법의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범죄와 같이 부분 국

내 형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된다.613)따라서 국제범죄를 이루는 기본범죄,즉

개별 행 는 부분 우리 형법의 처벌 상이 된다.614)입법부가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인 국제범죄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일반

범죄를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는 특별한 취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제형법의 책임형식(a

612)“형사 책임은 순수한 윤리 비난이 아니라 국가 규범의 침해에 한 법 인 책임이

므로 자연인에 한 와 같은 책임개념을 법인의 책임에 하여도 동일하게 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법인의 행 는 이를 표하는 자연인인 표기 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

에 의하여 실 되므로 자연인인 표기 의 의사결정 행 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단하지 못할 바도 아니[며]”,“입법자가 일단 법인의 일정한 반사회 활동에 한 응책

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선택한 이상,그 용에 있어서는 형벌에 한 헌법상

원칙,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이 수되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헌법재 소 2009.7.30.2008헌가16, 례집 21-2상,97[ 헌]다수의견.

613)정치 ,종교 인종 박해(persecution)나 인종차별 같은 행 가 국가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과거 남아 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Apartheid)이 법률로

공식화된 국가정책이었다.

614)국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용이 되지 않는다는 에서 일반범죄에 의한 처벌과 차이가

있다.한편,집단살해죄의 불법을 반 하지 못하는 살인죄 규정에 의하여 집단살해죄를 처벌

하는 것은 로마규정의 보충성원칙을 수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를들어 노르웨이 형

법의 살인죄는 집단살해죄의 특수한 불법을 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을 노르웨이

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Prosecutorv.Bagaragaza,(CaseNo.

ICTR-2005-86-R11bis)TrialChamberDecisionontheProsecutionMotionforReferralto

theKingdom ofNorway,19May2006,par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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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ofliability)인 지휘 책임을 반 하는 국제범죄처벌법의 규정은 형법 총

칙에 한 특별 규정이 된다.

II.형법 제34조 제2항(특수 교사·방조)

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의 집단범죄 특성을 범죄행 를 한 하 자와 그가

속한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인 지도자의 인 계의 특수성에서 반 하고 있

다.지휘 책임은 상 자(지도자)와 하 자의 공모를 요구하지 않으며 구성원

간의 공모를 요구하는 국제형법의 공동범죄집단(JCE)과 구별된다.공동범죄집

단은 우리 형법의 공모공동정범과 비슷한 이 많으며,ICC에서는 공동범죄집

단을 체할 수 있는 이론으로 범행지배설를 고려하고 있다.615)

여기서는 형법 제34조 제2항의 특수 교사·방조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형법은

지휘 책임의 취지를 이미 반 하고 있었다는 을 확인하고자 한다.형법 제

34조 제2항은 우리 형법의 입법자가 범죄를 실행한 자에 하여 지휘,감독권

을 가지는 자의 범죄에 한 가담과 이러한 계가 없는 자의 범죄에 한 가

담을 같이 취 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다.먼 형법 제34

조 제2항의 입법경 를 살펴본다.616)

615)범행지배설을 정교화한 록신은 간 정범에서의 의사지배는 행 자를 강제하거나,행 자

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혹은 구나 범죄수행자가 될 수 있는 조직 권력구조를 활용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마지막 형태는 조직지배(Organisationsherrschaft)

라고 불린다.조직 범행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지도자와 같은 배후 인물은 일

반 으로 실행을 분업 으로 지배하거나 실행행 자의 의사를 지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범이 되지 못한다.록신은 조직지배에 의한 간 정범을 인정하기 한 제조건으로 ①

직 행 자의 체가능성,② 법에 구애받지 않는 권력 구조,③ 배후자가 지시권한을 가지

고 구성요건 실 을 해 이를 행사,④ 히 상승된 도구의 범죄수행태세를 제시하 다.

김동률,불법체계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의 조직지배론,형사정책 25권 3호,2013.12,

317-320면;이상돈,형법강론,박 사,2015,515-517면;Roxin의 정범 배후의 정범(Täter

hinterdem Täter)과 조직지배론을 원용한 카탕가 사건 참조.Prosecutorv.Germain

Katanga& MathieuNgudjoloChui,(CaseNo.ICC-01/04-01/07)Pre-TrialChamberI

DecisionontheConfirmationofCharges,30September2008,paras.480-518.

616)일제의 불법강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1907년 제정·공포된 일본신형법이 한민

국 정부수립 이후 1953년 행 형법이 시행되기 까지 용되었다.법 편찬 원회는 1949

년 11월 12일 형법 안을 완성하고 “형법 안이유설명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 다.정부는

간통죄를 벌죄로 하는 1개 조문만을 추가한 “정부 안”을 1951년 4월 13일 국회에 제출하

다.국회의 법제사법 원회가 정부 안을 검토하여 법사 수정안을 작성하고,이것은 1952

년 8월 27일 법사 원회 체회의를 통과하 다.이후 1953년 4월 16일 형법안 제1독회가

시작되어 정부 안,법사 수정안,국회의원 개인별 수정안이 검토되었고,이러한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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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정부 안

제30조

① 2인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범죄를 목 으로 한 단체의 조직자,가입자 지도의 임무에 있는 자는 항과

같다.

③ 항을 용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617)

제34조

자기의 행 에 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과실범으로 처벌될 자 는 자기의 지

휘감독에 복종하는 자의 행 를 교사 는 방조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는 다액의 2분의 1을 가 한다.

1.형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경

정부 안 제30조 제2항은 당시 의제공범으로 불렸던 것으로 범죄단체의 험

성에 처하기 하여 자기 이외의 단체원이 한 범행에 한 인식유무를 불문하

고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책임개별화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 원회

안에서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되었다.618)

1953년 법제사법 원회 제34조 수정안

① 어느 행 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할 자 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자를 교사

는 방조하여 범죄행 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는 방조의 에 의하

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자를 교사 는 방조하여 항의 결과를 발생하

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는 다액에 그 2분지 1을 가

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619)

쳐 행 형법이 1953년 9월 18일 공포되고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신동운,제정형법의 성

립경 ,형사법연구 20호,2003겨울,11-12면.

617)정부 안의 원문에는 항 표기가 없지만,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해 항을 표시하 다.

국회속기록에서도 항을 넣어서 읽었었다.신동운 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법령제정자

료집(1)형법,1991,572면.

618)신동운 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법령제정자료집(1)형법,1991,88-89,218-220면;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실행행 에 여하 음이 명

되지 아니한 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구상된 장치이므로 정확한 표 은 의

제공동정범이다.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1,652-6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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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원회는 단순한 간 정범과 자기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자를 이용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 하고 있는 정부 안 제34조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 고 이 수정안이 일부 표 을 바꾸어 행 제

34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되었다.

2.지휘감독자에 한 가 처벌

행 형법 제34조의 제목은 “간 정범,특수한 교사,방조에 한 형의 가 ”

이다.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 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는 방조하여 범죄행 의 결과를 발생하

게 한 자는 교사 는 방조의 에 의하여 처벌된다.형법 제34조 제1항(간 정

범)은 피고인이 타인을 이용(교사·방조)하여 범죄에 참여한 경우이다.통설은 간

정범을 우월한 의사지배에 의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정범으로 보고 있

다.620)한편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는 방조하여

“ 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 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621)여

기서 제2항의 “ 항의 결과”의 의미에 하여 학설이 립하고 있다.이것은 제

2항의 교사,방조의 해석,지휘·감독자의 가 처벌의 용범 와 련된다.

(1)특수간 정범설

제34조 제2항이 특수간 정범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사,방조는 엄격

한 의미에서 교사범의 교사와 방조범의 방조가 아니라 단지 이용행 의 태양을

구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정범에 종속된 공범의 지 가 지휘감독자라

고 해서 특별히 가 된 불법비난을 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따라서,이와

619)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형법,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221면과 신동운 편

,형법 제·개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154면이 약간의 표 차이가 있는바,후

자에 따랐다.

620)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의 법정형이 아니라 방조의 에 따라 정범에 정한 형에 하여 법

률상의 감경이 용된다는 에서 우리 형법 제34조 제1항을 “정범”에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621)독일 형법은 교사범은 정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방조범은 정범의 형을 형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유기자유형의 경우는 법정형의 4분의 3이하로 감경한다)한다.독일 형법

제26조,제27조,제4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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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 처벌을 폐지하고 신에 양형의 참작사유로 삼아 법 의 재량에 맡기

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622)이 견해에 따르면 제34조 제2항의 “ 항의 결과”는

“어느 행 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

사,방조하여 실행시킨 범행의 결과를 의미하게 되고 정상 인 고의범인 정범을

교사,방조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이 용되지 않는다.

(2)교사방조특칙설

제34조 제2항의 “ 항의 결과”는 제34조 제1항의 내용 에서 “범죄행 의 결

과”만을 지시한다.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는 방

조하여 범죄행 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가 처벌하는 규정이다.따라서 제

34조 제2항은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과 제32조 제2항의 방조범의 형량에 한

특칙이며,교사 는 방조의 에 의하여 처벌되는 제34조 제1항의 간 정범에

하여도 용된다.623)

(3)분석과 비

교사방조특칙설에 찬성한다.첫째,특수간 정범설은 제34조 제2항의 용범

를 제34조 제1항이 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법문상 이러한 제한

해석을 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둘째,1951년 정부 안 제30조 제2항의 소 의

제공범 조항은 국회 법사 수정안에서 삭제되었고, 행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안 모두에 하여 가 처벌하는 정부 안 제34조의 내용이 2개로 분

리되어 행 형법의 제34조 제1항과 제2항으로 나 어 규정되었다.624)정부 안

제34조는 간 정범의 처벌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과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

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가 처벌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지휘

감독을 받는 계가 없이 단순히 자기의 행 에 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과실

범으로 처벌될 자를 교사 는 방조한 자(간 정범)까지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는 다액의 2분의 1을 가 하도록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간 정범의 처벌

근거와 특수교사방조의 가 을 혼돈한 실수를 발견한 법제사법 원회가 정부

622)김일수,한국형법 II[총론 하],법문사,1992,311-312면.

623)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652면.

624)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6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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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4조의 내용을 구분하여 자기의 행 에 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과실범

으로 처벌될 자는 가 처벌 없이 교사 는 방조의 에 따라 처벌하도록 항을

나 것이다.625)따라서,입법자가 특수교사방조의 가 에서 주안 으로 둔 것

은 지휘감독 계 으며 그 용범 를 간 정범이 성립되는 경우로 한정할 의

사는 없었던 것이다.셋째,당시 법제사법 원장 리인 엄상섭 의원은 행 형

법 제34조 제2항과 련하여 ‘회사 사장이 자기 마음 로 쓸 수 있는 비서에게

범죄를 시킨 경우 등은 정상이 가증하여 형을 하게 하자’는 취지를 명백히 하

다.여기서 비서는 어느 행 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가 아니다.사장이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를 이용했다는 에서 사장을

가 처벌하려는 취지를 알 수 있다.626)이런 입법 취지에 따르면 정범이 통상

인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가 처벌이 허용

되지 않는다는 특수간 정범설은 타당하지 않다.627)

행 형법 제34조 제2항은 일본의 1907년 신형법이나 독일 형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우리 형법의 입법자들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행 의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가 처벌하고자 도입했던 것으로 우

리 형법의 특색이다.우리 형법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한에 복종

하는 자의 범죄행 에 가담하는 경우는 일반 인 공범보다 불법과 책임이 가

된다고 보았으며,이것은 하 자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진 지도자(상 자)

는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휘 책임과 그 취지가 같다.물론 독립범죄설의 입장에서 보면 지휘

책임은 공범이 아니므로 형법 제34조 제2항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책임형식설(공범설)의 입장에서 보면 형법 제34조 제2항은 지휘

책임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복된다.형법 제34조 제2항은 지휘권을 가진 자

와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자의 수직 결합 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에서는 국

제형법의 지휘 책임과 그 구조가 같은 것이다.

625)신동운 편 ,형법 제·개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154면 참조.

626)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0호(1953.6.26),법제사법 원장 리 엄상섭:“자기 지휘

감독에 복종하는 자,가령 회사 사장이 자기 마음 로 쓸 수 있는 비서를 시켜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 정상이 가증(可憎)하니 더 형을 하게 하자”.신동운 편 ,형

법 제·개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154면.

627)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6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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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과 책임주의

1.제5조 [지휘 과 그 밖의 상 자의 책임]

부진정부작 범을 규정한 독일 국제형법 제4조는 부하의 범죄에 정한 형

으로 상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사이

의 인과 계가 요구된다는 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제범죄처벌법 제

5조는 이러한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상 자를 부하의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방조범에 하여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는 견해나 정

신 방조의 경우처럼 정범의 범죄실 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의 기여로 충

분하다는 견해(기회증 설)에 따르면 국제범죄처벌법 제5조와 방조범의 차이

는 크지 않을 것이다.628)국제범죄처벌법 제5조가 비록 인과 계를 요구하지

않지만,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실질 인 능력을 가지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고도 부작 한 경우에 그 상 자를 부하가

지른 범죄의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우리 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에

정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따라서 우리 형법은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

는 상 자의 지 를 불법과 책임의 가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형법

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죄처벌법 제5조는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제15조 제1항과 제2항 [고의 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제2항이 직무태만을 불법의 핵심으로 규정한

것은 부하의 범죄를 과실로 방지하지 못한 것만으로 상 자를 처벌하는 것,

즉 과실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반이라는 독일 국제형법 제13

조와 입법취지를 같이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1항

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의 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죄는 고

의 는 과실의 직무태만을 처벌하는 것이며,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628)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657-6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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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부하의 범죄의 3분의 2이하)나 캐나다(종신 구 형)의 과실 범죄

방지의무 반 유형의 법정형에 비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이라는 비교법 으로 과경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상 자가 태만한 직무가

부하의 범죄와 일정한 련성을 가진다는 에서 책임주의 반은 아니다.

3.제15조 제3항 [범죄보고 직무태만]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3항은 벌 형이 없다는 을 제외하면 그 법정형

을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처럼 징역 5년 이하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주

의 반의 문제는 없다.그러나,국가,군,이에 하는 조직의 지도자가 부하

의 국제범죄를 알면서 이를 처벌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반 시민이 국가보안법상의 범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정도로 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다.비교법 으로 제15조 제3항의 문제는 과경한

법정형이며,과실 유형의 범죄보고 직무태만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이 오히

려 문제인 것이다.

4.소결

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 련 규정은 책임주의 반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다.그것은 독일의 국제형법 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의 철을

하여 독일 형법 이론에 의해 지휘 책임을 재구성하 고,우리 국제범죄처

벌법이 이를 참고로 하 기 때문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제범죄처

벌법의 지휘 책임 련 규정에 일부 문제 이 있지만 책임주의 반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국제범죄처벌법에 한 2개의 개정안을

제시한다.부분개정안(私案 I)은 지휘 책임에 하여 시효의 용을 배제하고,

지휘 책임 련 규정의 입법상 실수를 수정하며 과실로 부하의 범죄를 수사

기 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의 용을 배제

하고 과실의 범죄보고 직무태만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로마규정의 태도와

일치하고,로마규정의 보충성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다른 나라들의 입법 경향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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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자가 주장하는 면개정안(私案 II)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에 한

독립범죄설을 기 로 하고 있다.독립범죄설에 따라 상 자의 작 의무 반

(부작 )자체를 불법으로 악하고, 륙법계 국가들의 입법을 참고로 각 유

형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제시하 다.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 반에 하여 책임을 진다는 에서 처음부터

책임주의 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제4 지휘 책임 개정사안(改正私案)

I.｢국제범죄처벌법｣지휘 책임의 문제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자들을 용

상으로 하는 국제형법의 가장 요한 책임형식이다.지휘 책임은 군지휘 만

이 아니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수반도

용 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일지,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는 국가 정책과 련된다.야마시타 결을 통해 지휘 책임을 탄생시킨 미국

은 로마규정의 성안 과정에서 민간인 상 자에 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하 고,자국의 입장을 철시키고도 결국은 로마규정의

비 을 거부하 다.일본은 지휘 책임을 포함하여 쟁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행입법을 피하 다.독일은 국제형법 을 제정하고 지휘 책임을

받아들 으나, 신 집단범죄 특성을 배제하고 독일의 국내 형법 이론에 따

라 지휘 책임을 재구성하 다.로마규정이 처벌하고 있는 과실의 처벌의무

반을 제외하 고 국제형법 제13조,제14조에 시효가 용되도록 하 다.629)

일본과 독일은 ICC로마규정의 당사국이므로 와 같은 입법태도는 로마규정

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ICC에 한 자국민 인도

(surrender)의 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제범죄는 인류공동체와 인간

성에 한 범죄라는 에서 미국,일본,독일의 태도를 비 할 수 있지만,자

629)집단범죄에 한 독일의 고민은 카를 야스퍼스(이재승 역),죄의 문제,앨피,20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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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이익을 깊이 고려한 정책 단이 반 되었다는 을 알 수 있다.630)

로마규정의 당사국들의 이행입법의 최우선 목표는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의 충족이다.로마규정은 당사국이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에게 우선 재 권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로마규정

상의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선 재 권을 상실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비교법 으로 소수에 속하는 독일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

규정을 참고로 국제범죄처벌법을 제정하 다.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에 시효

가 용되도록 하 고,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로마규

정의 보충성원칙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자국민을 ICC에 인도(surrender)해

야 하는 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독일 국제형법 의 취지를 따르는 입법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II.“부분개정안”(私案 I)과 “ 면개정안”(私案 II)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지휘 책임의 이행입법에 련하여 2개의

제안을 한다.하나는 우리나라의 지휘 책임을 부분 으로 개정하는 것(부분

개정안,사안 I)이고,다른 하나는 독립범죄설에 기 하여 지휘 책임을 면

으로 개정하는 것( 면개정안,사안 II)이다.

필자는 국제형법의 성격에 비추어 각국의 지휘 책임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

하며,독립범죄설에 입각한 필자의 개정안( 면개정안,사안 II)에 따라 우리

국제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 각국의 지휘 책임을 통일시키는데 모델 입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이러한 개정안은 행 지휘 책임의 규정

3개를 완 히 교체하는 작업을 요구한다.국제범죄처벌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재까지 한번도 용된 이 없는 국제범죄처벌법을 국회가 면 으로 개정

하리라고 기 하는 것은 실성이 없다.따라서 ICC로마규정의 보충성을 만

630) 랑스에서는 나치 범에 하여는 기소할 수 있지만, 랑스가 알제리에서 지른 인도

에 반하는 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WardN.Ferdinadusse,DirectApplicationof

InternationalCriminalLawinNationalCourts,T.M.C.AsserPress,2006,p.66;Catherine

Elliott,FrenchCriminalLaw,Routledge,2001,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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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우리 국민들에 하여 가지고 있는 재

권행사의 ICC에 한 우선권을 잃는 것이 명백하고,규정의 문언이 잘못된 부

분만을 제시하는 부분개정안(사안 I)을 먼 별도로 제시한다.부분개정안(사

안 I)은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해석에 의해서 해결이 가

능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III.지휘 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

1.선행문제 – 시효

앞서 본 바와 같이 행 국제범죄처벌법은 지휘 책임과 련된 제15조 직

무태만죄에 하여 시효가 용되도록 하고 있다.한편,지휘 책임에 한 제

5조에 하여도 시효가 용되는지에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입법자가 제

5조에 하여는 부하가 범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문언에 의해

시효의 용이 배제된다고 생각하 을 것으로 추정되나,제5조의 법 성질을

진정부작 범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조는 부하의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제5조에도 시효가 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제7장

제2 I.1.참조).

따라서 먼 국제범죄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법

제6조(시효의 용 배제)집단살해죄등에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

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한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사안(改正私案)

제6조(시효의 용 배제)이 법 제5조,제15조와 집단살해죄등에 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한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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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분개정안(私案 I)

행법

제5조(지휘 과 그 밖의 상 자의 책임)

군 의 지휘 (지휘 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는 단체·기 의 상 자(상 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하 같다)가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 는 상 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조(지휘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

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

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 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를 수사기 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사안(改正私案)

제5조(지휘 과 그 밖의 상 자의 책임)

군 의 지휘 (지휘 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는 단체·기 의 상 자(상 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하 같다)가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거나 제지하기 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

는 외에 그 지휘 는 상 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조(지휘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

하여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

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 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 의 지휘 는 단체·기 의 상 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는 하 자를 수사기 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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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에 “부하”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규정들과 달리 “하 자”가

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제7장 제2 I.2.참조).

(1)상 자의 작 의무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에서의 통설은 부하의 범죄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를 방지할 의무,범죄를 억제할 의무,범죄를 처벌할 의무( 는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없는 상 자의 체 의무로서 범죄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다.필자는 이러한 통설에 반 하지만,이러한 통설의 문제 이 크지 않고,캐

나다의 이행입법도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는 에 비추어 부분개정안(사안

I)에서는 통설에 따른다.

제5조에서 부하가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부하가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이 “방지하

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방지와 제지를 구별하

여 사용하면서도 제5조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제5조의 “방지”는 제15조 제1

항의 “방지와 제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법규정도 그 의미에 부합

하게 변경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한다(제7장 제2 I.3.

참조).

(2)과실의 범죄보고 직무태만죄 신설

로마규정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과실로 알지 못하여 할 당국

에 회부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며,많은 나라의 이행입법이 이를 따

르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부하의 범죄에 한 처벌의무(그 체 의무

로서의 보고의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고지죄와는 그 성질과 용

상이 다르다. 행 국제범죄처벌법은 지휘 책임에서 과실의 범죄보고의무불

이행 유형을 배제함으로써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제15조의 법정형은 체 으로 과경하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지만,지휘

책임이 지도자를 한 형벌로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범죄에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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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과경한 법정형은 큰 문제

라고 보기 어렵다.과실의 범죄보고 직무태만죄를 신설하여야 한다(제7장 제2

IV.참조).

III.지휘 책임 면개정안(私案 II)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의 면개정안(私案 II)의

제안을 통하여 습국제법,로마규정,그리고 국내 국제형법(각국의 로마규

정의 이행입법)의 궁극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이

러한 모델은 습국제법,로마규정,그리고 각국의 국제형법이 장래에 통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면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기

을 수하고자 하 다.

첫째,지휘 책임의 집단범죄 특성을 반 하는 독립범죄설을 바탕으로 지

휘 책임을 하나의 일 된 원리에 의하여 통일 으로 구성함으로써,국제

국제형법(internationales Völkerstrafrecht)과 국내 국제형법(nationales

Völkerstrafrecht)의 통일을 지향한다.

둘째, 습국제법과 로마규정의 취지를 반 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수한다.

셋째,명확성,책임주의,국내 형법의 일반원칙을 반하지 않는다.이것은

지휘 책임이 반드시 국내 형법 이론을 그 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제7장 제3 I.참조). 한 독립범죄설은 상 자의 부작 에 한 형

사책임으로 부하의 범죄에 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주의를 반하

는 것이 아니다.

넷째,주요 국가들의 이행입법의 내용을 반 하고,지휘 책임을 입법하려는

다른 나라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휘 책임 모델을 제공한다.

1.독립범죄설에 따른 이론 구성

지휘 책임의 규정을 마련하기 해서는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이 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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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어야 한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은 국제범죄의 집단범죄 성격과 국

제형법의 규범 성격을 반 하여야 하며,하 자가 지른 국제범죄의 발생

에 실질 책임이 있는 상 자를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는 습국제법과 로

마규정의 책임의 취지를 반 하여야 한다.이러한 에 비추어 지휘 책임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의무 반에 따

라 처벌받는다는 독립책임설이 타당하다는 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다(제5

장 참조).뒤에서 보듯이 독립범죄설에 입각하여 구성된 지휘 책임을 통

인 “지휘 책임”의 용어를 반 하여 “지휘 책임 반죄”로 부른다.

2.선결 문제

면개정안(사안 II)를 검토하기 에 몇 가지 련 문제를 지 한다.

첫째,지휘 책임의 규정에서 가장 요한 “상 자”라는 용어는 국제범죄처

벌법 제4조(상 자의 명령에 따른 행 )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따라서,네덜란

드처럼 지휘 책임의 핵심이 되는 상 자의 개념을 총칙의 정의 규정에 배치

하는 것을 하지 않다.

둘째,지휘 책임 미수범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필자는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하여 독립범죄설에 따라 순수한 부작 범으로 보며,부작 범에서는

미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631)지휘 책임은 부하의 범죄(미수범을 포함한

다)632)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부하의 범죄는 일종의 객 처벌조

건이다.이러한 에서도 지휘 책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다.633)

631)우리나라에서는 (진정)부작 범의 미수범이 인정되는지에 하여는 다툼이 있다.배종 ,

형법총론 12 ,홍문사,2016,725-726면;이재상/장 민/강동범,형법총론 8 ,박 사,2015,

372-375면;진정부작 범에는 작 의무가 구성요건 자체에 표 되어 있고,구성요건이 규정

해 놓은 작 의무에 반하는 순간 당해 구성요건은 충족되며 미수범은 생각할 여지가 없

다.반면에 부진정부작 범은 부작 의 형태로 행해지는 작 범이므로 미수범의 성립이 가

능하다.신동운,형법총론 제9 ,법문사,2015,548-550면.

632)독일의 국제형법 에서는 부하의 범죄가 국제형법 6조부터 12조의 미수범이거나 형법

제30조(참여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독의무의 반은 완성되었으므로 감독자는 처

벌된다.독일 형법 제23조는 죄의 미수는 항상 처벌하고,경죄의 미수는 법률이 명시 으

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따라서 국제형법 제13조,제14조는 경죄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그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Weigend,in:MüKo-StGB,2013,§4

VStGBRn.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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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독립범죄설에 입각한 지휘 책임의 통일 구성을 하여 행 국제

범죄처벌법 제5조는 삭제한다.지휘 책임은 부진정부작 범이 아니라 진정부

작 범이므로 총칙 규정에 지휘 책임 반죄를 배치하지 않는다.634)지휘 책

임 반죄는 부하의 범죄에 하여 가담하거나 부하의 범죄에 한 구성요건의

수정형태가 아니다.독립범죄로서 제5조와 행 제15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내

용으로 각칙에서 제15조를 구성한다.

넷째,앞서 본 바와 같이 제15조 직무태만죄에 하여 시효가 용되지 않

도록 행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다음 항목에서 보는 것처럼 국제범죄처벌

법 제2조 제1호 “집단살해죄등”의 정의에 지휘 책임 반죄( 면개정안 제15

조)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행 국제범죄처벌법 제6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지

휘 책임 반죄에 시효가 용되지 않는다.

다섯째,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인 부하의 범죄에 지휘 책임이 포함되는가

가 문제된다.이것을 국제형법에서는 지휘 책임에 한 지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 for command responsibility), 다 지휘 책임(multiple

command responsibility), 지휘 책임에 한 지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percommandresponsibility),수직 지휘 책임(perpendicular

commandresponsibility)이라고 부른다.ICTY의 Ori(오리취)사건에서 피고

인은 스 니차(Srebrenica)의 구 시설에서 세르비아계의 수용자(Serb

detainees)의 살해와 잔혹한 처우를 방지하지 않은 부작 에 하여 상 자책

임에 근거하여 유죄 결을 받았다.1심재 부는 스 니차의 헌병 장

Krdzi(크르지치)가 피해자들이 구 되었던 스 니차 경찰서와 수용소 건

물에서 간수들의 작 와 부작 에 한 책임을 진다고 하 다.635)Sliedregt는

633)한편,지휘 책임을 독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행입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을 가

지고 있다(캐나다 국제범죄법 5(2.),7(2.1)).

634)부진정부작 범은 “총칙상의 일반규정과 작 범의 개별구성요건과의 결합에 의해 성립되

는 독자 인 범죄유형”,즉 구성요건의 수정형태이다.이 설명은 형법 상 부작 범에 한

총칙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오병두,「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 범이론의

상과 과제,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한국형사법학회,2008,97면.

635)Prosecutorv.Ori,(CaseNo.IT-03-68)TrialChamberJudgement,30June2006,para.

48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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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개정사안(改正私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이 결이 명시 으로 ‘지휘 책임에 한 지휘 책임’을 언 하지는 않았지

만,Ori가 스 니차의 구 시설에서 발생한 세르비아계 수용자들에 한

살해와 잔혹한 처우에 하여 책임을 진다는 재 부의 단은 ‘지휘 책임에

한 지휘 책임’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636)독립범죄설의 입장에서

는 부하의 지휘 책임도 국제범죄이다.부하의 범죄가 지휘 책임인 경우에

상 자에 하여 지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국제범죄처벌

법 제2조 1호의 “집단살해죄등”은 지휘 책임( 면개정안 제15조)을 포함하도

록 개정되어야 한다.다만,부하의 지휘 책임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경우에 과실의 지휘 책임을 지는 부하에 하여 다시 상 자가 과

실의 지휘 책임을 질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있다.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이 직 국제범죄의 실행행 를 한 하 자

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지휘 책임이 성립

하는지를 검토하면 족하고 굳이 지휘 책임에 한 지휘 책임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즉,피고인과 국제범죄의 실행자 사이의 상 자-하 자 계

에 기 한 지휘 책임으로 규율하면 족하다.이러한 취지를 반 하기 하여

면개정안 제15조 제7항에 “하 자의 범죄가 지휘 책임 반죄인 경우에 상

자가 하 자의 지휘 책임 반죄에 하여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둔다.

636)E.V.Sliedregt,IndividualCriminal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Law,Oxford

UniversityPress,2012,p.190;독일의 국제형법 도 부하의 범죄가 지휘 책임(4조,제13

조,제14조)인 경우를 포함한다.Weigend,in:MüKo-StGB,2013,§4VStGBRn.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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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개정안(私案 II)

제15조 지휘 책임 반죄

① 상 자는 그의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려고 하고 있거나,범하고 있거나,

범하 다는 것을 알면서 그 범죄를 방지,억제 는 처벌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하 자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상 자를 지휘 책임 반죄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 자가 하 자의 범죄를 방지,억제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

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 자가 범한 범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 자가 하 자의 범죄를 처벌하기 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

든 필요하고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 자가 범한 범죄의 형의

상한의 3분의 2이하에 처한다.이 때 하 자가 범한 죄의 형이 사형인 경우에는

무기 는 징역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는 고로,무기징역 는 무기

고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는 고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려고 하고 있거나,범하고 있다는

것을 상 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의 형을 감경한 형으로 상 자를

처벌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하 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 다는 것을 상 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형을 감경한 형으로 상 자를 처벌한다.

⑥ 본 조에서 상 자는 군 는 무장병력,기타 단체ㆍ기 의 법 는 사실상의

상 자로서 하 자들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⑦ 하 자의 범죄가 지휘 책임 반죄인 경우에 상 자가 하 자의 지휘 책임 반

죄에 하여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⑧ 상 자를 본 조의 죄로 기소하는 경우에 죄명은 부하가 범한 범죄의 죄명과 지휘

책임 반죄를 결합하여 “‘하 자의 죄명’의 지휘 책임 반죄”로 하고,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 자의 죄명‘의 과실지휘

책임 반죄”로 한다.

(1)죄명

지휘 책임 자체는 죄명이 되기 부 하다.지휘 책임의 죄명으로 국제범

죄처벌법 제15조의 직무태만죄나 독일 국제형법 의 감독의무 반죄,캐나다

의 책임 반죄 등이 고려될 수 있다.지휘 책임의 작 의무의 근거가 1907년



- 267 -

제4헤이그 약 부칙 제1조에서 책임을 지는 지휘 이라는 규정이었다는 ,

지휘 책임이라는 용어에도 “책임”이 들어 있다는 , 통 으로 지휘 책임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에서 “지휘 책임 반죄”가 하다고 생각된

다.637)

(2)상 자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에 한 구별을 두지 않고 실효 통

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 으로 한다.638)따라서 공식 인 군지휘 과 사실상

의 군지휘 ,민간인 상 자는 국제범죄를 범한 하 자에 하여 실효 통제

를 가지고 있으면 지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민간인 단체나 기 의 지

도자는 국가의 군조직과 달리 법 단체가 아니므로 공식 인 임명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따라서 민간인 조직의 경우에는 법 인 민간인 상

자나 사실상의 민간인 상 자라는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실효

통제 기 에서는 군지휘 과 사실상의 군지휘 의 구분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구분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의 오랜 통에 속하는

것이므로 면개정안에서 유지한다.

ICC로마규정이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자)를 군지휘 과 구별하고 있는

에 하여 많은 비 이 있다.국제범죄라는 잔혹한 집단범죄를 지른 조직의

경우에 그것이 군 조직인지 민간인 조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

다.상 자의 지 는 하 자나 부하에 한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말한다.따라서 군 조직이나 민간인 조직의 상 자이든 이러한 실효 통

제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없으며,조직의 하 자의 범죄 행 에

한 주의의무에 구별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군조직과 민간인 조직의 차이

637)지휘 책임의 기원이 되는 미 연방 법원의 야마시타 결은 지휘 책임은 책임지휘의

원칙(principlesofresponsiblecommand)에서 기원한다고 보고 있으며,이에 하여는 특별

한 이론이 없다.C.Meloni,Comm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CriminalLaw,

T·M·C·AsserPress,2010,pp.35-37;InreYamashita,327U.S.1,at15(1945).

638)5·18 주 민 학살 사건에서 신군부의 군지휘체계는 형식 지휘권과 실질 지휘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당시 두환은 보안사령 ( 장)으로 계엄군의 공식 인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았고 통령 최규하,국방부 장 주 복,계엄사령 이희성( 장)에 하여 하

자 다.그러나,군의 실질 인 의사결정권자는 두환이었다.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2006,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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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주의의무의 내용에 차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군조직의 상

자와 민간인 조직의 상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따라서 행 국제범죄처벌법의 에 따라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지 못한 과실의 정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주 기 은 인식과 과실(인식의 실패)기 으로 하 다. 통 으로 지휘

책임은 인식을 요구하 다.고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형법의 지휘 책임

기 이 아니다.고의와 인식의 차이는 국제형법의 발 에 따라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 한다.부작 의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상 자의 역할과 실효

통제 능력에 비추어 정되며,부하의 범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비하여

불법과 책임이 경미한 은 법정형에서 고려한다.

(3)부하의 범죄

부하의 범죄는 지휘 책임에 있어서 국제 요소이다.부하의 범죄가 국제

범죄라는 이 상 자의 부작 를 국제범죄로 처벌하게 하는 요건이 된다.부

하의 범죄는 국내 형법의 에서는 특수한 객 처벌조건이다.부하의 범

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휘 책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면에서 처벌의

제한 조건이 된다.한편,지휘 책임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거

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부하의 범죄의 내용은 상 자에

한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따라서 부하의 범죄의 지휘

책임에서의 법 성격은 특별하다.국제형법은 부하의 범죄에 한 죄명으로

상 자를 기소하고 유죄 결을 하고 있지만 와 같은 을 고려하여 지휘

책임으로 기소하는 경우에 지휘 책임으로 기소한다는 취지와 지휘 책임과

부하의 범죄와의 련성을 표시하여 필요가 있다.자신의 범죄가 아닌 부

하의 범죄에 한 죄명으로 유죄 결을 받는 것은 자신의 불법에 상응하는 죄

명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fairlabeling)에 반한다.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 계는 요구되지 않는

다.부하에 하여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상 자는 부하의 행 를 통제

할 수 있고,이것은 부하의 범죄를 방지,억제,처벌할 수 있는 실질 인 능력

을 말한다.따라서 이러한 실효 통제를 가지고 있는 상 자가 부하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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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거나 억제,처벌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부작 )으로

상 자 처벌의 정당성은 인정되며,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의 발생 사

이에 인과 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639)

(4)부하의 범죄 상황과 상 자의 작 의무

부하의 국제범죄와 련된 상 자의 의무는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기 하여

부하를 히 통제할 의무이다.부하가 범죄를 지른 경우에 상 자가 부하

를 처벌해야 하는 의무도 이러한 통제의무의 내용을 이룬다.필자는 부하의

범죄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 자에게 상이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주류 견해

에 찬성하지는 않는다.주류 견해는 범죄 방지의무와 범죄 억제의무의 차이

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한편,주류 견해는 이 두 가지 의무와

범죄처벌의무를 달리 취 하고 있다.범죄방지의무와 범죄억제의무는 아직 범

죄가 완성되기 이라는 에서 범죄처벌의무와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독일

국제형법 제13조와 제14조가 이러한 경향을 반 하고 있다.그러나,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 처벌하거나 수사기 에 알리지 않은 것은 범죄처

벌(보고)의무를 반한 동시에 범죄방지의무와 범죄억제의무를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제범죄의 미수범의 경우에 기수 이 의 미수에 하여 범

죄(완성)방지 는 범죄(진행)억제 의무가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범죄처벌의무

도 발생한다.이러한 에서 주류 견해의 구분은 완 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시킨다.따라서 이러한 주류 견해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타당하다.필자의 견해는 제15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에 반 하 다.즉,범죄

성립단계에서는 범죄의 진행상황과 상 자의 의무를 개별 으로 응시키지

않고 면개정안 제15조 제1항에서 총 으로 규정하 다.

다만,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의 처벌이 상 자의 가장 요한

의무가 된다는 에서 주류 견해가 범죄의 진행 상황별로 가장 표 인 의

639)한인섭은 5·18 주 민 학살 사건에 한 평가에서 국제연합 인권 원회 48차 회의 보

고서의 지휘 책임을 인용하면서 “하 자의 행 가 상 자의 통제범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상 자의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쓰고 있다(강조는 필자).이것은 상 자가 부하에 하여 실

효 통제를 가지고 있다면 상 자의 부작 와 하 자의 범행 사이의 인과 계는 별도로 요

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한인섭,5·18재 과 사회정의,경인문화사,2006,52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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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심으로 상 자의 의무를 악하는 입장에 찬성한다.이러한 에서 부

하의 범죄의 진행 정도와 그에 상응하는 상 자의 작 의무의 반에 따른 처

벌을 재 국제형법의 주류 이론에 따라 구성하되,주류 이론의 입장은

지휘 책임의 성립이 아닌 지휘 책임의 처벌(법정형)에 한 조항( 면개정

안 제15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에 반 하 다.

처벌의무 반 외에 보고의무 반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범죄보고는 범

죄처벌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체 의무이행 수단이므로 처벌의무를 이행하

기 해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처벌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보고의무만을 규

정한 입법례(ICC 로마규정 28조,독일 국제형법 제14조)가 있는데 이것은

지휘 책임이 매우 낮은 수 의 상 자들에 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다.지휘 책임은 국가지도자에 하여 용되는 것이며 이들이 국제범죄를

지른 하 자를 처벌하는 방법에는 징계 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므로 굳이 보고의무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소결

면개정안은 국제 국제형법의 이론에 부합하게 지휘 책임의 모든 유형

을 하나의 항에서 통일 으로 포함시켰다.이러한 통일 구성은 범죄방지,억

제,처벌의무가 상호 긴 히 연결되어 있다는 을 반 한 것이다.한편,법정

형을 규정하는 항에서는 상 자의 작 의무와 상 자의 인식과 과실을 기 으

로 지휘 책임을 유형별로 분류하 다.여기서 유형별 범죄성립요건을 구체

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유형별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제시함으

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 다.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른 죄명을 표

시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가 죄명에도 반 되게 하 다.필자의 면개정안

(사안 II)의 구상은 범죄의 성립에 한 조항과 법정형에 한 조항을 구분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이러한 방식은 캐나다의 책임 반죄,네덜란드의 지휘

책임(형사책임의 확장),독일 국제형법 (제13조 제4항)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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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제범죄와 지휘 책임의 집단범죄성을 검토하고, 습국제

법과 로마규정의 지휘 책임을 살펴보았다.지휘 책임에 한 요 결과

각국의 로마규정 이행입법을 비교분석하 다.이를 토 로 우리나라의 국제범

죄처벌법의 문제 을 시정하는 지휘 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을 제시하 으

며,이와 별도로 장래에 우리나라와 각국의 지휘 책임을 통일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면개정안(私案 II)도 마련하 다.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collectivecriminality)은 국제형법에서 공동범죄집단

(JointCriminalEnterprise)과 지휘 책임(CommandResponsibility)이라는 두

개의 독특한 책임의 원칙을 출 시켰다.공동범죄집단은 불법한 목 으로 결

합한 집단이 지른 범죄의 공모자들에 한 형사책임을 다룬다.지휘 책임

은 조직의 지도자인 상 자가 부하에 하여 가지는 실효 통제를 이유로 상

자가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부작 에 한 형사책임을

다룬다.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안 경우는 물론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그리고 상 자의 범죄 방지,억제,처벌,보고의무 반을 모두 포함하는

포 책임이다.지휘 책임은 국제범죄의 집단범죄 성격을 반 하지만 아

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 자라는 이유로 부하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지게 하

는 것이 아니므로 집단처벌, 책임이나 결과책임과는 다르다.지휘 책임의

포 성격으로 인하여 지휘 책임에 하여는 죄형법정주의 반,책임주의

반이라는 비 이 있다.이러한 이유로 지휘 책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

는 노력이 개되었다.

지휘 책임에 한 습국제법은 야마시타 결을 계기로 성립하 다.미국

군사 원회는 필리핀 주둔 일본군 장 야마시타에 하여 그의 부하들이

쟁범죄를 범 하게 질 고,야마시타가 부하들에 한 실효 통제를 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들이 지른 쟁범죄에 하여 유죄 결을 하 다.

도쿄재 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거나 그러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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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 자에게 지휘 책

임이 성립한다고 하 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지휘 책임에 한 당시의

습국제법을 최 로 성문화하여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았거나 부하의 범죄

를 알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 자를 처벌하도록 하 다.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규정과 유사한 지휘

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는 ICTY는 elebii사건에서 상 자의 부작 와 부하

의 범죄 사이에 인과 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재 elebii

결은 지휘 책임에 한 습국제법 기 으로 통용되고 있다.

ICTY는 상 자-부하의 계에 하여 군지휘 과 민간인 상 자(문민실권

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하에 하여 실효 통제(effectivecontrol)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 으로 하 다.1998년 채택된 ICC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

책임은 군지휘 과 기타 상 자(민간인 상 자)를 구별하고 민간인 상 자

에 하여 군지휘 보다 더 어려운 성립요건을 규정하 다. 한 ‘병력이나 부

하들에 하여 한 통제를 하지 못한 결과로서’지휘 책임이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언의 법 효과에 한 논란을 야기하 다.

ICTY의 Hadžihasanovi사건의 2003년 간항소심 결에서 소수의견이 독

립범죄설을 택함으로써 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논쟁이 시작된다.책

임형식설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상 자가 부작 에 의해 참가한 공범의 일

종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독립범죄설은 지휘 책임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 에 한 형사책임이며 부하의 범죄

로부터 독립한 범죄라고 이해한다.ICCBemba사건의 1심재 부는 책임형식

설을 택하면서 상 자의 부작 와 부하의 범죄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요구된

다고 시하 다.

로마규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로마규정의 당사국들은 ICC에 하여 자

국민에 한 재 권행사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하여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으

로서 자국의 형법체계 내에 국제형법을 도입한다. 미법계 국가에서는 지휘

책임은 그 로 원용( 국)되거나 일부 수정되어 편입된다(호주). 미법 국

가의 하나인 캐나다는 독립범죄설을 채택하여 지휘 책임을 책임 반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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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종신 구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륙법계 국가는 지휘 책임과 자국의 형법 이론이 충돌하자 국내 형법의 이

론을 반 하여 지휘 책임을 재구성한다.네덜란드는 고의와 과실을 기 으로

지휘 책임을 구분하 다.독일은 고의와 과실,상 자의 작 의무의 구체

내용을 기 으로 3가지 규정을 만든다.독일의 국제형법 의 지휘 책임은 상

자가 고의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 상 자를 정범과 같은 형

으로 처벌하는 총칙규정 1개(4조),상 자의 고의 는 과실의 감독의무 반과

과실에 의한 부하의 범죄의 방지의무 반을 결합한 감독의무 반죄(제13조),

고의로 부하의 범죄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 를 처벌하는 범죄보고불이행죄(제

14조)로 구분된다.일본은 지휘 책임을 포함하는 국제범죄에 한 실체법을

제정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은 독일의 국제형법 을 참고로

하 으나 3개의 조문을 두지 않고 독일 국제형법 의 제13조와 제14조에 해당

하는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서 직무태만죄로 구성하 다(제15조).독일의 국제

형법 은 지휘 책임의 근거를 상 자의 보증인 지 에서 구하고 지휘 책임

을 부진정부작 범으로 악하 다.책임형식설과 마찬가지로 부진정부작 범

설은 상 자가 부하의 범죄에 하여 알지 못하는 과실 유형과 부하의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지휘 책임을 설명하기 어렵다.지휘 책임에

한 책임형식설이나 부진정부작 범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에서 지휘 책임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며,개별 국가의 국내 형

법의 공범 체계에 따라 지휘 책임이 다원화하는 상을 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 책임의 문제 은 제15조 직무태만죄에

시효가 용되도록 하고,과실 범죄보고의무불이행에 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하여 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며,과실 범

죄보고불이행도 지휘 책임으로 처벌하고 있다.독일의 국제형법 이 지휘

책임에 하여 시효를 용하도록 한 것은 국제형법의 이론에 비추어 부당하

더라도 국가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독일과 입장이 다른 우리

나라가 지휘 책임에 하여 시효를 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우리

나라 국제범죄처벌법 제15조 제3항의 범죄보고직무태만죄는 국가보안법의 불

고지죄와 달리 시민을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실권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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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법 성질과 용 상이 불고지죄와 다르며,국제형법에서 범죄방

지의무 반과 동등한 치를 갖고 있다.시민의 양심의 자유나 정치 자유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지도자들의 의무

반을 용 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보고불이행에 하여 국가보

안법의 불고지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 을 뿐만 아니라,과실로 범죄보

고불이행을 한 경우는 처벌의 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우리의 국제

범죄처벌법은 로마규정의 보충성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리 법원이 자국

민에 하여 가지고 있는 ICC에 한 우선 재 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지휘 책임이 국가별로 다원화하면 어떤 법원에서 재 을 받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국제범죄의 성격과 지휘 책임의

요성에 비추어 각국의 지휘 책임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휘 책임의

법 성질에 한 독립범죄설을 바탕으로 각국의 지휘 책임을 통일할 수 있

는 지휘 책임 면개정안(사안 II)을 제시하 다.그러나,이러한 이상 개정

안에 따라 국회가 지휘 책임을 폭 개정하는 것을 실 으로 바라기 어렵

다.따라서, 행 지휘 책임의 문제 을 수정하고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만족시키기 하여 필수 으로 개정하여야 할 부분만을 제시하는 부분개정안

(사안 I)을 별도로 마련하 다.

이 연구는 지휘 책임의 법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각국의 지휘 책임을 통

일시킬 수 있는 이상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그러나,이 연구의 비교

법 검토는 몇몇 주요국가의 지휘 책임에 한 규정의 문구 해석에 제한되

었다.이들 국가의 지휘 책임에 한 연구도 그 나라의 체 법체계의 이해

없이 지휘 책임에 한 규정의 분석에 주로 의존하 다. 한,ICTY와 달리

ICC는 최근에야 처음으로 지휘 책임에 한 1심 결을 하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ICC로마규정 분석의 자료가 된 ICC의 결은 확립된 례가 아니

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추후 각국의 학자들이 자국의 지휘 책임에 한

연구성과를 교류하고,지휘 책임에 한 ICC의 결이 축 되면 이 논문의

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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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CommandResponsibility

forInternationalCrimes

LEE,Yu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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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mmand responsibility, or superior

responsibility,referstoaseriesofwaysinwhichasuperior,possessing

aneffectivecontroloverhisorher(hereinafter“his”)subordinate,isheld

responsible forinternationalcrimes committed by his subordinate.The

conceptofcommandresponsibilitywascreatedoriginallyininternational

criminallaw and,asaresult,thereisnosuch paradigm in municipal

criminallaw.ThedoctrinefirstformedatthetrialofGeneralYamashitain

1945whentheU.S.MilitaryCommissionconcluded:(1)Thattheseriesof

crimes,whichhadbeenmethodicallysupervisedbyJapaneseofficers,had

been committed by members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under

Yamashita’s command;and (2) that,during the period in question,

Yamashitahadfailedtoprovideeffectivecontrolofhistroopsashadbeen

requiredbythecircumstances.

Thedoctrineofcommandresponsibilityincustomaryinternationallaw

has gradually developed through the IMTFE,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the 1977 AdditionalProtocolI,and the ICTY.The ele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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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ofthe ICTY required (1)a superior-subordinate relationship

(effectivecontrol),(2)mentalelement(actualorconstructiveknowledge)

and (3)a failure to act.The elebiijudgmentrejected the causal

relationshipbetweenasuperior’somissionandthesubordinate’scrimesas

arequirementforcriminalliability.

Article 28 ofthe ICC Statute significantly departs from customary

internationallaw byintroducingthewording“asaresultof[thesuperior’s]

failuretoexercisecontrolproperlyover[thesubordinate]”inthechapeau.

Ithasnotyetbeenfullyclarifiedhow tointerpretthismodificationtothe

requirementofcommandresponsibility.However,theICCTrialChamberof

theBembacasedecidedthiswordingissatisfiedwhenitisestablished

thatthecrimeswouldnothavebeencommittedhadthesuperiorexercised

controlproperly.

Thedoctrinalclassification,ornatureofcommandresponsibility,remains

controversial.Thedebate started from the Hadžihasanovi case in the

ICTY.Theseparatecrimeapproach arguesthatcommandresponsibility

signifiesthatthesuperiorisnotaparty tocrimescommitted by the

subordinate.Rather,commandresponsibilityisagenuinecrimeofomission,

resultingfrom asuperior’sowndereliction.Accordingly,thisapproachdoes

not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or’sfailuretoactandthesubordinate’sperpetrationofcrimes.The

modeofliabilityapproacharguesthatcommandresponsibilityisamodeof

accessoryliabilityandrequiresacasualrelationship.However,themixed

approachofferstwotypesofsolutionsforthesplittingofthecrime.The

firstmixed approach assertsthatthenatureofcommand responsibility

dependson whetherthesuperiorischarged forfailing topreventthe

subordinate’scrimesorfailing topunish itafterthefact.Thesecond

mixedapproachclassifiesthenatureofcommandresponsibilitybasedon

whetherthe superiorknew orfailed to know aboutthe sub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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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This author supports the separate crime approach because it

reflectsthecollectivecriminalityofcommandresponsibility.A superioris

criminallyresponsibleforhisfailuretoproperlycontrolthegroupunder

hiscommand,whichisrequiredbyinternationallaw.Hisomissionisthe

true and primary cause ofthe internationalcrimes committed by his

subordinate,whichsatisfiestheculpabilityprinciple;therefore,thereisno

need toestablish an additionalcausalrelationship between asuperior’s

omissionandthecrimescarriedoutbyhissubordinate.

TheprincipleofcomplementarityintheRomeStatutehasencouraged

statepartiestoimplementtheRomeStatuteintonationallaw structure.

TheCanadianICC Actformulatedcommandresponsibilityasaseparate

crimeand named it“breach ofresponsibility.”On theotherhand,the

DutchICCActcategorizedcommandresponsibilityascriminalparticipation

whenthesuperiorhasactualknowledge,andformulatedaseparateoffense

forthesuperiorwithconstructiveknowledge.Moreover,separately from

theCanadianandDutchActs,theGermanICCActdividedthecommand

responsibility into three categories:(1) Criminalparticipation through

omission in pre-crimes while maintaining actualknowledge (Article 4,

commandresponsibility);(2)aseparateoffenseforthepre-crimeswith

constructiveknowledge(Article13,breachofdutytosupervise);and(3)a

separateoffenseforthepost-crimes(Article14,breachofdutytoreport).

Forthemostpart,theKoreanICCActfollowedtheGermanmodelexcept

forArticle15(neglectofduty),whichcombinedArticles13and14ofthe

GermanICC ActintooneArticle.Themodeofliabilityapproachforced

commandresponsibilitytobepartitionedbothintheGermanandKorean

ICC Acts.Thedoctrineoffalseomissioncrime,asopposedtotrueor

genuineomissioncrime,isbasedonthesuperior’sguarantorposition.This

doctrinewhichdominatescriminallaw theorybothinGermanyandKorea

is a specific kind ofmode ofliability requiring a causal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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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thesuperior’sfailuretoactandtheoccurrenceofthecrimes.

Sincethesenationallegalsystemshadalreadyestablisheditsownview

formodesofliabilitybeforethebirthofinternationalcriminallaw,the

modeofliability approach causesthestateparties’domesticcommand

responsibility todepartfrom internationalcriminallaw.Such asplit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results in harming the unity of

internationalcriminallaw andultimatelysacrificestheuniversalnatureof

internationalcrimes.Thispluralism thatinvadesthefield ofcommand

responsibility isnotdesirable.Forexample,theUK ICC Actand the

AustralianICCActfollow Article28oftheRomeStatuteverbatim,witha

smallmodificationintheAustralianICC Act.Itisapparentfrom these

Actsthatthecriminalliabilityofasuperiorwhorecklesslyfailstopunish

orreporthissubordinate’scrimedependsontheforum state.Ifheistried

intheUK,Australia,ortheICC,hewouldbepunished.However,ifheis

tried in Germany orKorea,hewould notbepunished.Thisresultis

obviouslyabsurdconsideringthatinternationalcrimesarethemostgrave

and serious of crimes,and superiors are most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ofinternationalcrimes.Therefore,thisauthorarguesthatthe

separate crime approach correctly reflects the collective criminality of

internationalcrimes,andurgesKoreaandotherstatestoreviseitsICC

Act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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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es,International Criminal Law,

Yamashita,CollectiveCrime,Effectiv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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