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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제 형사 절차의 일차적 목적은 중대 범죄 행위자의 기소 및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전의 국제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우선되어 피해자의 권리는 주목 받지 

않았고, 중대 범죄의 피해자는 국내 관할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로마 회의 중 많은 대표단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루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중 피해자 배상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제 

형사 절차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 형사법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이들의 신청에 의해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는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또한, 재판부는 개별 배상 혹은 집단 배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 등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속성 상 야기되는 집단적 피해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집단 

배상의 방법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신탁 기금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의 예에서 보듯 국제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 신탁 기금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배상 명령의 실행도 피해자 신탁 

기금이 관리, 감독한다. 또한, 피해자 신탁 기금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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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재활, 교육, 심리 치료 등의 일반적 지원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 신탁 기금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의 협력 불응 문제가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 배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 및 자산을 동결, 압류하여 몰수하는 조치는 

당사국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의 실행을 

당사국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제 형사 절차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국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UN 

안보리 결의 이용을 제시하였다. 비록, 로마 회의 과정에서 대표단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가급적 UN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길 바랬으나, 

현재 국제법의 한계 상 어느 정도 UN 안보리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로마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주요어 : 국제형사재판소, 피해자, 배상, 신탁기금, 당사국 협력 

학  번 : 2011-2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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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1998년 7월 17일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로마 규정이 2002년 

7월 1일 발효함에 따라 설립되어, 2003년 3월 11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①  Schabas는 ICC를 두고 ‘UN 설립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흥미 있는 국제법의 발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로마 규정에 대해서는 ‘비교형사법과 각국의 주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여태껏 논의된 가장 복잡한 국제법 도구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② 

 

 국제 형사 절차의 가장 큰 목적은 중대한 국제 범죄 행위자의 

기소와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다. 특히, ICC 이전 국제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목적에만 방점이 찍혔을 뿐,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의 구제는 국제 형사 절차에서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군사 재판소에서는 피해자와 배상에 관한 문제는 

언급이 없었고, 1990년대 들어 설립된 UN 임시 국제 형사 

법정③에서도 범죄 행위로 인해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탈취된 재산이나 

                                            
① Gerhard Werl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The Hague: TMC Asser Press, 

2005), 22-23. 

②  William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nd 

ed.(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5. 

③ 일반적으로 국제 범죄 행위자의 기소 및 처벌을 다루는 국제 재판소를 국제 형사 재

판소(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로 지칭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의 국제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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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반환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교하여 로마 규정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가,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들과 함께 피해자가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 등에 해당하는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등 피해자 권리의 견지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로마 

규정은 인권 규범 발달의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ICC의 피해자 배상 제도는 국제 형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범죄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공, 도덕적 질서에 반한 

것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인류에게 중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④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행위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형사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을 할 수 있다. 

 

 둘째로, 피해 배상은 회복적 정의의 실현에 도움을 준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과 함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⑤  ICC 관할 범죄에 수반되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함으로써 무력 충돌 이후 

                                                                                                             

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ICC 이외의 일반 명사로서

의 다른 국제 형사 재판소를 ‘국제 형사 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④ Theo van Boven,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Legal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Igor Blishchenko, ed. José Doria, Hans-Peter Gasser, and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ries (Leiden ;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902. 

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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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셋째로, ICC에서의 피해자 배상은 국제 형사 재판의 실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ICC에서 수사 이후의 단계에 있는 사건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ICC는 서방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⑥  ICC 배상 제도의 성공은 

피해자들에게 ICC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ICC 전심 재판부(Pre-Trial Chamber) Ⅰ부도 

Lubanga Case에서 “재판소의 성공은 어느 정도 배상 체제의 

성공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⑦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ICC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는 국제 

형사법의 이론 발달의 측면에서도, 실제적 실행의 측면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⑥  Mwangi S. Kimenyi, “Ca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lay Fair in Africa?,” 

Brookings, 17 October 2013. <http://www.brookings.edu/blogs/africa-in-

focus/posts/2013/10/17-africa-international-criminal-court-kimenyi#> (마지막 방문 

2013. 12. 27.). 

⑦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the Prosecutor ’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rticle 58, 10 February 2006, ICC PTC I, ICC-01/04-

01/06-02, para. 136. 해당 결정은 2006-2-10 Lubanga의 체포 영장과 함께 봉인(under 

seal)된 상태로 발부되었으나 2006월3월 17일 체포 영장이 개봉됨으로써 재판부의 결

정(ICC-01/04-01/06-37)에 의해 public document으로 재 분류되어 공개되었다. Decision 

concerning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f 10 February 2006 and the Incorporation of 

Documents into the Record of the Case against Mr Thomas Lubanga Dyilo, 24 February 

2006, ICC PTC Ⅰ, ICC-01/04-01/06-8-Corr.에서 Annex Ⅰ 형태로 확인 가능. 

http://www.brookings.edu/blogs/africa-in-focus/posts/2013/10/17-africa-international-criminal-court-kimenyi
http://www.brookings.edu/blogs/africa-in-focus/posts/2013/10/17-africa-international-criminal-court-kimenyi


 

 - 4 - 

첫 번째 목적은 국내 학계에 ICC 피해자 배상 제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 동향과는 달리,⑧  ICC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는 

ICC 로마 규정 제2부에서의 관할권과 재판 적격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혹은 관할 범죄에 관한 연구, ICC 로마 규정의 국내적 수용과 이행에 

관한 연구 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일 뿐 ICC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배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⑨  따라서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ICC 피해자 배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제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⑧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는 ICC 피해 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형사 절차 분야,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분야, 그리고 국가 책임에 관한 분야 등 등 폭넓은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중 ICC 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Conor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Salvatore Zappalà,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Ilaria Bottigliero, 

Redress for Victim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Boston: Martinus Nijhoff, 2004), ; 

Eva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 Carla 

Ferstman, "The Reparation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actical 

Consideration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 no. 3 (2002): 667-686 등이 있으

며,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서 피해자 배상 논의는 Christine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Alette Smeulers and Fred Grünfeld, International Crimes and Othe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 A Multi- and Interdisciplinary Textbook(Leiden ;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등, 그리고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논

의는 André Nollkaemper, "Concurrence betwe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52, no. 

3 (2003): 615-640; Marco Sassòli,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84, no. 846 (2002): 401-434 

등을 참고. 

⑨ ICC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형구,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의 피

해자의 법적 지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가 있다. 그러나 해당 논문

은 피해자의 절차 참가,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피해자 배상 등 국제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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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적은 ICC 피해자 배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로마 규정 상 ICC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피해자 신탁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CTY 및 ICTR에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받은 자의 벌금의 징수나 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다. 국제 형사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ICC가 갖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당사국 협력 규정은 관할 범죄의 수사 및 기소는 물론, 

피해 배상의 실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당사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Ⅱ.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에서는 ICC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중에서도 피해자 배상 

제도와 실제 운영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절차 참가,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등의 다른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도로는 논의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전 

국제 형사 법정들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를 비교 연구를 위해 

소개하였지만, 다른 국제인권법 혹은 국제인도법에 의해 탄생한 인권 

감시 기구나 인권 재판소, 진실 화해 위원회 등에서의 피해 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조사에 의해 행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ICC 이전에 설립된 UN 국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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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들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를 분석하는 비교 연구와 함께 로마 

회의 이전 시점부터의 ICC의 피해자 배상 관련 조항들의 논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다만, 관할권, 제소 장치, 관할 범죄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고, 국가 책임에 관한 논의는 피해자 배상 권리가 발달해 온 

이론적 배경 이해의 측면에서 중요하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신탁 기금에 관한 논의 과정은 제3장에서 

따로 다루었다. 

 

비교 연구 및 연혁 연구를 위해 논문과 단행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리고 ICTY 및 ICTR의 규정들과 UN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 및 Commentary, 로마 회의에서의 회의록과 제안서 및 준비 

문서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피해자 배상에 관한 로마 규정 제75조와 피해자 

신탁 기금에 대해서 다루었다. 피해자 신탁 기금은 ICC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실제 배상 명령을 실행 및 감독하고, 

피해자에게 일반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배상 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Lubanga Case에서 나타난 참가자들의 의견 및 재판부의 태도 등을 

분석하는 판례 연구도 함께 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제 형사법과 절차법에 관한 교과서와 함께 

피해자 배상 제도를 다룬 단행본과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참고 

문헌의 각주에 소개된 1차 참고 문헌 및 국제 재판소의 판례 등도 

모두 원문을 찾아 확인하였다. 그리고 로마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및증거규칙 등의 하부 규범들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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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ICC 피해자 배상 제도의 문제점으로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력 불응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협력 불응 문제가 ICC 

피해자 배상 제도에서 어떻게 문제를 야기하는 지, 현재 규정상 ICC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UN 

안보리와의 관계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ICC에서의 협력 

및 사법 공조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 이외에도 ICC 당사국 총회의 

문서와 ICTY의 보고서 및 판례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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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배상 제도의 발전 

 

 

Ⅰ. 피해자 배상 이론의 발달 

 

PCIJ는 1928년 Chorzow Factory Case에서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은 배상의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판시하였으나,⑩ 국제법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대신하여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었다. 즉, 개인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배상의 수혜자에 지나지 않았다. ⑪  따라서 

개인 피해자를 위한 전후 배상금 지급도 대부분 국가 간 합의에 의한 

배상 청구 위원회 등을 통해 지급되었다.⑫ 

 

그러나 1945년 UN 헌장, 1949년 제네바 협약과 그 부속서⑬ 

                                            
⑩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Germany v. Poland, 12 September 1928, 

PCIJ Series A No.17, 29. 

⑪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15-16. 

⑫ Bottigliero, Redress for Victim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80. 

⑬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제네바 협약(The 1949 Geneva Conventions)은 4개의 협약

으로 이루어져 있고, 1977년 6월 8일 국제무력분쟁에 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Ⅰ) 및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I) 등 2개의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ans-Peter Gasser and Daniel Thürer, 

Humarinarian Law, International, ed. Rüdiger Wolfrum, vol. Ⅴ,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6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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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무력 충돌 시에 개인을 보호하는 국제인도법 규범들이 등장하였고, 

국제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다.⑭ 

특히, 개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법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m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이하 ACHPR), 

미주 인권 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ACHR), 유럽 인권 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ECHR) 등 

국가에게 인권 침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⑮ 이에 따라 인권 감시 기구 등이 설치되었고,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은 협약 위반의 사실을 인권 재판소 등에 

제소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16  

 

또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피해 배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⑭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18. 

⑮ ICCPR 제2조 제3항은 당 규약의 당사국은 권리나 자유를 침해 당한 개인이 관련 국

내 사법, 행정, 입법 당국으로부터 구제(remedy)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ECHR 제41조, ACHR 제63조 제1항, ACHPR 의정서 제27조 

등의 지역 국제법 규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 World Study on Conflicts, Victimization, and Post-Conflict Justice, ed. 

M. Cherif Bassiouni(Intersentia, 2010), 58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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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규범 또한 합의되었다.17  

 

1947년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초안은 제13조 18 에서 

‘제노사이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제노사이드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보상의 

성질과 내용은 UN이 정한다’는 문구를 마련하였다. 19  이후, 1983년 

폭력 범죄 피해자의 금전 배상에 관한 유럽 협약은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에게 금전 배상을 제공할 재원이 없는 경우 국가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  또한, 

198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범죄 및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17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ibid., 596-598 참조. 

18 Draft Article XIII “When genocide is committed in a country by the government in 

power and by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d if the government fails to resist it 

successfully, the State shall grant to the survivors of the human group that is a victim 

of genocide redress of a nature and in an amount to be determined by the United 

Nations.” Draft convention on the crime of genocide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al 

in pursuan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47 (IV), 26 June 1947, UN 

Doc. E/447. 

19 Evans는 비록 해당 조항은 1948년 최종 협약에서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삭제되었지

만, 1940년대에 이미 배상에 관한 국가 책임 인정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고 언급하였다.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87-88. 

20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1983, 

Council of Europe, 24 November 1983, Council of Europe Treaty Series No. 116. 전문 

“[…]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r develop schemes for the 

compensation of these victims by the State […], in particular when the offender has not 

been identified or is without resources […]” 및 제2조 제1항 “When compensation is 

not fully available from other sources the State shall contribute to compensate: (a) 

those who have sustained serious bodily injury or impairment of health directly 

attributable to an intentional crime of violence; (b) the dependants of persons who 

have died as a result of such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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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에 관한 기본 원칙 선언(이하, UN 피해자 선언)에서도 

가해자 혹은 다른 재원으로부터 금전 배상의 제공이 완전하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게 금전 배상을 

제공할 것을 말하고 있다.21 

 

보다 최근에는 1993년 UN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의 보고서가 “모든 국가는…국제법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상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며,[…] 그 

의무에는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22 또한, Palestinian Wall Case에서 ICJ는 이스라엘이 장벽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개인과 법인들에게 원상회복 및 금전 

배상에 해당하는 배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법 하에서 개인에게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3 

 

피해에 대한 구제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러한 

위법 상황을 발생시킨 국가의 책임이거나 공공선(common good)을 

                                            
21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29 

November 1985, UN Doc. A/RES/40/34, para. 12 “When compensation is not fully 

available from the offender or other sources, States should endeavour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 to: (a) Victims who have sustained significant bodily injury or 

impairment of physical or mental health as a result of serious crimes; (b) The family, in 

particular dependants of persons who have died or become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citated as a result of such victimization.” 

22  Final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UN Sub-

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Forty-fifth 

session, 2 July 1993, UN Doc. E/CN.4/Sub.2/1993/8, 56. 

23  Advisory Opinion on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9 July 2004, ICJ Reports 2004, p. 136, para.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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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 기관이 중대 범죄를 

행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이전 정부의 

행위라 할 지라도 후속 정부는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 

통합을 촉진시킨다.24 

 

그러나 국제형사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구제에 대한 

담론은 국제인권법에 비해서 천천히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은 국제 형사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권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국제 형사 절차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출현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25   

 

역사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좀 더 중시하여 피해자가 시민 당사자(partie civile)로서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형사 소송 절차와 민사 소송 절차를 엄격히 구분하여 

피해자는 오직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국제 형사 법정들에서 

피해자는 오직 진실 발견에 있어서 부차적이거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26 

                                            
24 Lisa Magarrell, "Repar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in Reparative Justice Series(New 

York: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2007), 10-11. 

<http://ictj.org/sites/default/files/ICTJ-Global-Reparations-Practice-2007-English.pdf> 최

근 방문 (2014-01-14). 

25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86. 

26 Zappalà,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219-220;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14-15. 

http://ictj.org/sites/default/files/ICTJ-Global-Reparations-Practice-2007-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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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국제 형사 법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주목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비에트 공화국의 논의에 

의해 1급 전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1945년 8월 설립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는 23명의 

중요 전범을 기소하였고, 다음해 1월 설립된 극동군사재판소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는 일본 전범들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27  이들 군사재판소에서는 제2차 대전의 전범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구제는 전혀 다루어 지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 UN에 의해 설립된 

임시 국제 형사 법정들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이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의 이익을 인식하고 이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국제적 추세가 국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었다.28  

 

이후, ICC에서는 이전까지의 국제 형사 절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진일보한 형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을 규정에 

                                            
27  이들 국제전범재판소는 재판관들이 기소된 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점, 

적용 법률이 유죄 판결에 유리하게 기술 되었던 점, 재판소에 의해 처벌받은 행위는 다

른 승전국들에 의해서도 행해진 점 등을 들어 승자의 재판(victor ’s justice)이었다는 지

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 범죄와 같은 국제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재판소였다는 점, 인도에 반한 죄와 평화에 반한 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규정하였다는 점, 고위 정치관료와 일반인 및 군대 지휘관들도 기소가 된 점, 해당 국

제전범재판소의 규정들은 이후 개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2nd 

ed.(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19-323; Robert Cryer et al.,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2nd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11-120. 

28 Zappalà,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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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게 되었다. ICC에서는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보호조치와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29 . 또한, ICC 관할 

범죄의 피해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하 본문에서는 UN 산하 임시 국제 형사 법정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와 함께 로마 규정 성안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 논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피해자 

배상 제도가 발달하여 왔는지, 또 현재의 ICC와 비교해서 어떠한 

점들이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ICTY와 ICTR에서의 피해 배상  

 

1. 원상회복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과 르완다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 및 

제노사이드 등 중대한 범죄 행위자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이하 

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이하 ICTR)에서는 그 규정에 다음과 같이 피해 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만을 정하고 있을 뿐 금전 배상 등 다른 수단에 

                                            
29 Thordis Ingadotti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Recommendations on Policy 

and Practice : Financing, Victims, Judges, and Immunities(Ardsley, NY: Transnational 

Publishers, 200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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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30  

 

제24조 제3항 

 

징역형에 더하여, 1심 재판부는 강박을 포함한 범죄 행위에 

의해 취득된 재산과 재산상 이익을 정당환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ICTY와 ICTR에서의 원상회복 제도는 RPE 제98조ter와 

제105조에 의해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31  ICTY에서 탈취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해당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의 원인이 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로부터 

피고인이 불법하게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결론짓는 경우에는 그 유죄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a specific finding)을 내려야 

한다.32  

 

이후 1심 재판부는 소추관(Prosecutor) 33 의 요청에 의해서 

                                            
30 다만, ICTY RPE Rule 106에서 피해자가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국내 당국에 금

전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ICTY와 ICTR의 규정과 RPE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내용과 관련된 규범은 ICTY의 예에 맞추어 제시하기로 한다. 

32 ICTY RPE Rule 98ter (B) “If the Trial Chamber finds the accused guilty of a crime and 

concludes from the evidence that unlawful taking of property by the accused was 

associated with it, it shall make a specific finding to that effect in its judgement. The 

Trial Chamber may order restitution as provided in Rule 105.” 

33 김상걸, "연구논문(硏究論文) :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면책증거개시의무와 면책증거

해당성 판단행위," 法曹 제58권 10호(2009)에서는 ‘검찰국’과 ‘검사’라는 용어를,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호(2010)에서는 

‘소추관’이라는 용어를,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2011)에서는 ‘검사실’과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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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직권으로(proprio motu) 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 심리를 열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탈취된 재산이나 자산의 보호를 위해 임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때, 그 탈취된 재산이나 자산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수중에 있을 것은 요구되지 않고, 그 범죄와 

연관이 없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3자는 1심 재판부에 소환되어 자신이 

소유한 재산 혹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1심 재판부는 개연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 34 에 따라 정당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되, 만약 정당한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관련 국내 당국에 통지하고, 소유권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관련 국내 당국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결정을 통지 

받으면 1심 재판부는 이에 기반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ICTY와 ICTR에서는 규정 상의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재산이 위법하게 탈취되고, 또 기소된 자가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유죄 

                                                                                                             

등 학자들은 Prosecutor와 Office of the Prosecutor의 번역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다. 

ICC에서의 Prosecutor가 Office of the Prosecutor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갖고 있는 점을 볼 때, 

위의 어느 용어도 Prosecutor의 직위를 적절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나 본 논문에서

는 외교통상부 로마 규정 공식 번역본에 따라 Prosecutor를 ‘소추관’으로, Office of the 

Prosecutor를 ‘소추부’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34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 심리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게 되

는데, 이 때의 증거 기준인 “개연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은 형사 절차에서의 

유죄 판단 기준인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수준보다는 

기준이 낮다. Virginia Morris and Michael Scharf, An Insider's Gu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A Documentary History and Analysis, vol. 

1(Irvington-on-Hudson, N.Y.: Transnational Publishers, 199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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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으며, 소추관 혹은 재판부가 원상회복 절차의 개시를 

한다면 탈취된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조건이 완성된다. 또한, 

제3자가 탈취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의 재산 

취득 과정이 반드시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다. 

대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산의 적법성을 증명하게끔 하고 있다.  

 

2. 문제점 

 

(1) 피해자 의견 제시 불가  

 

재판소는 재산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특별 심리를 소추관의 

요청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피해자는 

탈취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심리 신청을 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즉, 소추관이나 재판부가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 

심리를 신청하거나 개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원상회복에 관해 어떤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피해자 상소 불가 

 

제3자가 1심 재판부에서 문제되는 재산 혹은 재산상 이익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피해자는 이 의견을 

반박할 수 없고, 1심 재판부의 원상회복 판결에 대한 상소도 

불가능하다. 35  또한 제3자도 1심 재판부의 원상회복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적 효력을 지닌다.  

                                            
35 김형구,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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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당국과의 관계 

 

ICTY와 ICTR은 문제되는 재산의 소유권자나 그 취득 과정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확인을 국내 당국에 부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6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판부가 관련 국내 당국에 

소유권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면, 재판부는 관련 국내 당국이 

소유권자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이다. 이 점은 Bottigliero는 

의해서도 지적되었는데, 그는 결국 국내 당국의 협조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관련 국내 당국이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재판소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유권자를 결정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37 
 

 

(4) 금전 배상의 미 규정 

 

범죄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혹은 범죄에 책임 

있는 국내 당국으로부터 금전 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ICTY와 ICTR의 설립 이전부터 많은 국제법 규범과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재판소에서는 금전 배상이 

                                            
36  ICTY RPE Rule 105 (B) “Should the Trial Chamber not be able to determine 

ownership, it shall notify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nd request them so to 

determine.” 

37 Bottigliero, Redress for Victim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200. 

38 UDHR 제8조, ICCPR 제2조 제3항, The Covenant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14조 제1항, Revised draft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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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지 않았고, 관할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소가 아닌 국내 당국을 

통해서 금전 배상을 구하도록 하였다. 39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재판소는 피해자 금전 배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일 없이 범죄의 

기소와 처벌이라는 본래의 목적만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UN 안보리가 

의도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요 범죄의 수사 및 기소와 재판을 

위해 사용될 제한된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해자 금전 배상의 실행에 

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40  

 

그러나 두 재판소 관할 범죄는 ‘인종 청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관할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 국내 당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피해자가 국제 재판소를 통해서가 아닌 국내 관할 

재판소나 당국에 금전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의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실제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건, 그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정치적 결단으로부터건 금전 배상에 관한 국내 

청구를 통한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금전 배상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41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Principle 13 등. 

39 ICTY RPE Rule 106 “(A) The Registrar shall transmi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concerned the judgement finding the accused guilty of a crime which has 

caused injury to a victim.; (B) Pursuant to the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a victim or 

persons claiming through the victim may bring an action in a national court or other 

competent body to obtain compensation.; (C) For the purposes of a claim made under 

paragraph (B) the judgement of the Tribunal shall be final and binding as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nvicted person for such injury.”  

40 Morris and Scharf, An Insider's Gu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A Documentary History and Analysis, 1, 286-287. 

41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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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igliero도 절도 혹은 강도로 인해 탈취된 재산의 

원상회복은 재판소가 직접 관할하면서, 이 보다 더 중대한 범죄인 

제노사이드, 고문, 강간 범죄 등의 피해자는 재판소가 아닌 국내 

당국을 통해서만 금전 배상을 받게 하는 현재의 규정은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보통 내전 시에 관할 범죄가 

자행되는 상황의 특성 상 무력 충돌 이후 관련 국내 당국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을 해줄 의지나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많은 피해자들은 어떠한 피해 배상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배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각 국내 당국의 피해 배상 

제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불평등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42   

 

3. 평가 

 

 ICTY와 ICTR에서는 원상회복을 피해 배상의 방법으로 그 

규정에 담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는 

원상회복에 관해 스스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ICC 로마 규정 

제75조와 대비되는 데, ICC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재판소가 

피해 배상에 관한 원칙을 수립할 수 있고(제1항), 피해 배상에 관한 

명령을 내리기 전 재판소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기타 이해관계자 및 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항).  

 

또한, 로마 규정에서는 제8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배상 

명령에 대해 피해자의 대리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선의의 제3자가 

모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ICTY와 ICTR에서는 

                                            
42 Bottigliero, Redress for Victim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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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금전 

배상은 국내 당국만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관할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국내 당국을 통해서는 금전 배상을 받기 매우 

어렵다.  

 

이렇듯 두 임시 재판소에서의 불완전한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과 주장이 제시되었다. 먼저, ICTY와 ICTR의 

전(前) 소추관이었던 Carla del Ponte는 UN 안보리 연설에서 

재판소가 금전 배상과 원상회복에 관해 제한된 조항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금전 배상을 위한 청구 위원회(A Claims 

Commission)의 설치를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43  또한, 2000년 

10월 ICTY의 재판관들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 44 에서 

ICTY의 규칙 위원회(The Rules Committee)가 작성한 피해자 금전 

배상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였는데, 재판관들은 이 보고서에서 피해자 

금전 배상에 대한 재판소의 권한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평화의 회복을 위해 ICTY 관할 범죄의 피해자들이 금전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다만, 새로운 금전 배상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재판소의 규정과 RPE를 개정하는 것은 형사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신 재판소와는 별개로 UN 

안보리에 의한 국제 금전 배상 위원회(an international compensation 

                                            
43 Carla Del Ponte, "Address to the Security Council by Carla Del Pont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to the UN 

Security Council," news release, 24 November 2000, <http://www.icty.org/sid/7803> 

최근 방문 2013-12-01). 

44 Letter dated 12 October 2000 from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Annex to Letter dated 2 

November 2000 from the Secretary-General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SC, 3 November 2000, UN Doc. S/2000/1063. 

http://www.icty.org/sid/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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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다.45      

 

살펴본 대로 두 임시 재판소에서의 제한된 피해자 권리 보장 

규정은 여러 가지 결함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재판소가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눈 여겨 볼 만하다. ICTY의 Victims and Witnesses Section은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조치 제안’과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도움 제공’ 등의 임무를 맡고 있고, ICTR의 Witnesses and Victims 

Support Section은 이에 더하여 ‘성범죄 상담 등 신체적, 심리적 

재활을 포함하는 도움의 제공’과 ‘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증인의 

보호를 위한 장, 단기적 계획의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46  

 

Ⅲ. 로마 규정 채택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와 국가 책임 

 

1. 초기의 논의  

 

(1) UN 국제법위원회에서의 논의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려는 UN의 노력은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UN 총회는 ILC에 국제 범죄의 법전화 작업을 

맡겼고, 47  다른 특별 보고자에게는 국제 형사 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45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93-

94.  

46 ICTY 및 ICTR Rule 34. 관련 정보는 ICTY와 ICTR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icty.org/sid/290#2>,<http://www.unictr.org/AboutICTR/ICTRStructure/Witne

ssesVictimsSupportSectionWVSS/tabid/106/Default.aspx> . 

47 ILC는 1947년 UN 총회가 결의 제174호에 의해 부여한 임무에 따라 ‘인류의 평화와 

http://www.icty.org/sid/290#2
http://www.unictr.org/AboutICTR/ICTRStructure/WitnessesVictimsSupportSectionWVSS/tabid/106/Default.aspx
http://www.unictr.org/AboutICTR/ICTRStructure/WitnessesVictimsSupportSectionWVSS/tabid/106/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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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초안의 마련을 맡겼다. 이 작업들은 성질상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강대국들의 정치적 

결단의 부족으로 인해 서로 나뉘진 채 1980년대 후반까지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48 

 

그러던 중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에 관한 논의는 1989년 

들어 전기를 맞이하였다. 1989년 UN 총회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마약 

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 제안을 받아들여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 재판소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LC는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범죄를 포함하는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 규정 초안이 바탕이 되어 논의를 

계속한 결과, 1994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초안(이하 1994 ILC 

초안)49을 UN 총회에 제출하였다.50 

                                                                                                             

안전에 대한 범죄의 법전 초안(Draft Code of the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의 성안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작업을 계속하여 1988년에는 

‘Draft Code of the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로 명칭이 변경되

었고, 이 초안은 1996년 ILC에 의해 채택되었다.     

48 Bassiouni는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이 서로 나누어서 행해진 것은 상설 국제 형사 재

판소 설립을 미루려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자세

한 내용은 M. Cherif Bassiouni,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roduction, Analysis, and Integrated Text, vol. 1,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riminal Law Series (Ardsley, N.Y.: Transnational Publishers, 2005), 54-60 및 Bernhard 

Graefrath, "Universal Criminal Jurisdiction and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no. 1 (1990): 67-72 참조. 

49 ILC,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UN GAOR, 49th sess., Suppl. No. 10, 

A/49/10, 1994, 20-74. http://untreaty.un.org/ILC/reports/english/A_49_10.pdf에서 확인 

가능. 

50 Bassiouni,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roduction, 

http://untreaty.un.org/ILC/reports/english/A_49_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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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LC 특별 보고자 Doudou Thiam은 1992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의 법전 초안에 관한 10번째 보고서에서 

“국가와 국제 기구는 재판소에 회부된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절차를 재판소에 구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의 피해 배상에 관한 논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51 

 

Thiam은 국내법에서도 피해에 대한 배상이 형사 절차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제 재판소에서도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 절차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다만, 

이러한 국제 재판소에서의 금전 배상 절차는 ‘오직 국가나 국제 

기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52 

 

몇몇 ILC 위원들은 1992년 보고서에서 국제 형사 법정은 

기소된 자의 형사 재판과 동시에 피해 금전 배상 소송 절차도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며 특별 보고자의 제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법의 발전에 주목하여 국내법에서는 형사 소송 절차와 함께 금전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Analysis, and Integrated Text, 1, 61-64. 

51 ILC, Tenth report on the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by Mr. Doudou Thiam, Special Rapporteur, 20 March 1992, UN Doc. 

A/CN.4/442, 56-57. 

52 William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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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조차 이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 형사 재판소 규정에 금전 배상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ECtHR)와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IACtHR)를 예로 들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도 인권 침해에 대한 

금전 배상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53 

 

1993년 ILC 초안에서는 앞서의 논의가 발전되어 원상회복과 

몰수 등의 조치가 거론되었지만, 이 때까지도 ILC는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피해 배상과 피해자의 역할을 다소 제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ILC의 몇몇 위원들은 재판소가 피해 배상에 관한 

추가적인 권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강탈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 

절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재판소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거나 혹은 재판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범죄 

행위자의 신속한 기소 및 처벌이라는 재판소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54 

 

결국 ILC는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논의를 크게 

뛰어넘지 못했다. 1994년 ILC 초안에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주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만 머물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53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fourth 

session, UN GAOR, Forty-seventh session, Suppl. No. 10, 1992, UN Doc. A/47/10, para 

88. 

54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fifth session, 

UN GAOR, Forty-eighth session, Suppl. No.10, 1993, UN Doc. A/48/10, 125, 제53조에 

대한 Commentary (5) 참조. 



 

 - 26 - 

할 뿐 (제43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형사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이슈는 국내 관할과 국제 사법 공조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국제 형사 재판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피해자 배상에 관해서는 오히려 퇴보한 

듯한 인상을 준다.55  

 

정리하자면, ILC에서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직접 피해자 금전 

배상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전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피의자의 유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염려가 있었고, 재판소에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인 관할 범죄의 기소와 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Van Boven도 ILC의 1992년 보고서를 검토한 뒤 ILC의 

위원들 대다수는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56 그에 따르면, ILC의 위원들은 

형사 절차와 피해 금전 배상을 위한 개인, 민사 절차를 혼합하는 

형태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었고, 피해 금전 배상에 참여할 

많은 수의 피해자를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피해 금전 배상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제 재판소에 회부된 범죄의 

결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주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55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UN GAOR, Forty-ninth session, Suppl. No. 10, UN Doc. A/49/10, 1994, 60, 제47

조에 대한 Commentary (3) 참조. 

56 Boven,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89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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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애당초 UN 총회가 국제 형사 법정 설립에 관해 ILC에 부여한 

권한에 포함 되는 것인지 조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57 

 

(2) ICC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  

 

ILC 이후 ICC 설립을 위한 논의는 1995년 임시 위원회(Ad 

Hoc Committee) 58 를 거쳐 1996년부터는 ICC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PrepCom)에 의해 계속되었고, 

피해자 배상에 관한 논의는 PrepCom 단계에 이르러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PrepCom의 활동 초기에는 ILC의 Thiam이 제안한 민사적 

성격과 형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재판소에 관한 여러 제안들이 

제시됨에 따라 피해자 배상 제도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59 

 

PrepCom은 1996년 3월~4월 그리고 8월 두 차례에 걸쳐 

만나서 1994 ILC 초안에 더하여 임시 위원회의 보고서 및 기타 

국제법 규범 등을 바탕으로 하여 ICC 규정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60 

 

1996년 PrepCom 보고서에서는 금전 배상에 대한 조항을 

재판소 규정에 마련하여 재판소로 하여금 금전 배상에 관한 결정을 

                                            
57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fourth 

session, para 89. 

58 UN 총회 결의 UN GA Res. 49/53에 의해 설립. 

59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880. 

60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GA, Fifry-first session, Suppl. 

No.22, 1996, UN Doc. A/51/22, vol.1,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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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거나, 혹은 이외의 다른 피해 배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다.61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금전 배상, 강탈된 재산의 원상회복, 그리고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의 몰수 등에 관한 조항들도 ‘형벌’로써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62   

 

 이에 따라 ILC 초안 제45조에 대해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과 유죄 판결 받은 자가 

불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제안 63  및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가 국내법에 따라 금전 

배상을 얻을 수 있게끔 사무국(Registry)이 해당 판결문을 당사국의 

관련 당국에 송부하고, 그 판결이 당사국의 모든 국내 관할을 

구속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64  

                                            
61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GA, Fifry-first session, Suppl. 

No.22, 1996, UN Doc. A/51/22, vol.1, para. 282. 

62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GA, Fifry-first session, Suppl. 

No.22, 1996, UN Doc. A/51/22, vol.1, para. 307. 

63 제45조에 대한 제안 D. “4. Where necessary, it shall also establish principles relating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to the victims and to restitution of property 

unlawfully acquired by the persons convicted.”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GA, 

Fifry-first session, Suppl. No.22A, 1996, UN Doc. A/51/22, vol. 2, 223. 

64  G. “1. The Registrar shall transmi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concerned the judgement by which the accused was found guilty of an offence which 

caused damage to the victim.; 2. The victims or his successors and assigns may,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national law, institute proceedings in a national 

jurisdiction or any other competent institution in order to obtain compensation for the 

prejudice caused to them.; 3. The judgement of the Court shall be bind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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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repCom은 1998년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 

Zutphen 에서 중간 세션 미팅을 갖고 Zutphen 초안을 완성하였다. 

피해자 배상에 관한 Zutphen 초안 제66조[45bis]에서는 1996년 

PrepCom에서의 제안과 프랑스 안 65  및 영국 안 66  등 3개의 제안이 

포함되었다.67  

 

우선, 프랑스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내법과 일치하는 

선에서 국내 법정이나 정부를 통해 원상회복, 금전 배상, 그리고 

사회복귀와 같은 적절한 형태의 배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과 유죄 

판결 받은 자가 불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제1항).  

 

이에 덧붙여 권한 있는 국내 기구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이용 불가능할 때는 ‘재판소가 [그 결정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는 

문언을 포함시켜 재판소로 하여금 피해 배상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게 

                                                                                                             

national jurisdictions of every State party as regards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person 

convicted and the principles relating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to victims 

and the restitution of property unlawfully acquired by the person convicted.” 추후 

Zutphen Draft 제66조[45 bis]에서 proposal 1로 삽입됨.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GA, Fifry-first session, Suppl. No.22A, 1996, UN Doc. A/51/22, vol. 2, 

224. 

65 UN Doc. A/AC.249/1997/WG.4/DP.3. 

66 UN Doc. A/AC.249/1997/WG.4/DP.13. 

67 영국과 프랑스는 추후 통합 제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PrepCom, Report 

of the Inter-Sessional Meeting from 19 to 30 January 1998 in Zutphen, The Netherlands, 

1998, UN Doc. A/AC.249/1998/L.13,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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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국내 관할과 함께 재판소 차원에서도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68  이는 재판소에서 직접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PrepCom의 논의에 

비교하였을 때 좀 더 발전된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영국은 프랑스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피해 배상의 책임을 유죄 

판결 받은 자에게 지우면서 피해 배상의 방법으로 금전적 배상(a 

monetary award)과 원상회복을 제시하였다. 다만, ‘재판부의 금전적 

배상(award)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국가의 국내 관련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고, 

‘당사국은 재판부의 판결이 구속력을 갖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배상의 실현은 국내 관할 당국에 일임하되 

재판소의 판결이 구속력을 갖고 함으로써 그 실행을 담보하고자 

하였다(제5항 및 제6항). 또한, 재판소가 유죄 판결 받은 자 혹은 그의 

양수인의 수익, 재산, 자산 및 범행 도구의 추적, 동결 및 압수의 

조치를 요청할지 결정하도록 하였다(제2항).69 

 

이 시기까지 피해자 배상 실현에 관한 논의는 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소의 배상 결정이나 명령을 바탕으로 국내 당국을 통해 

배상을 얻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신탁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책으로서의 대안이었다고 판단된다.70  

                                            
68 Proposal 2 (Compensation to victims). UN Doc. A/AC.249/1997/WG.4/DP.3. 

69 Proposal 3 (Reparations). UN Doc. A/AC.249/1997/WG.4/DP.13. 

70 초안 제72조[47 ter] (a)호에서는 재판소에 의해 징수된 벌금과 자산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 UN 사무 총장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혹은 재판소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 기금에 전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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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Com은 1998년 4월 3일 60번째 세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71과 최종 의정서 초안72을 채택하고, 임무를 

종료하였다. 73  한편, PrepCom의 1998년 최종 초안 제73조 

제2항에서는 피해 배상에 관한 국가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한다. 

  

2. 로마 회의에서의 논의 

 

UN 총회 결의 52/160에 따라 1998년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UN 

전권외교외교회의(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 회의)가 160개국 그리고 31개 기구 및 136개 

NGO가 참관자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PrepCom이 마련한 ICC 

규정 초안을 기초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74  

                                            
71  Draft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 183/2/Add. 1, 14 April 1998, 2-167. 

72 Draft 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Ibid., 168-171.  

73 M. Cherif Bassiouni,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 

article-by-Article Evolution of the Statute, vol. 2,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riminal 

Law Series (Ardsley, N.Y.: Transnational Publishers, 2005), ⅹⅷ - ⅹⅹ; Cryer et al.,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144-146 

74  Philippe Kirsch and John T. Holmes, "The Rome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Negotiating Proces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3, 

no. 1 (1999): 3;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ote by the Secretary-

General, UN GAOR 53rd Sess., Agenda item 153, UN Doc. A/53/387,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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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회의 기간 중에는 여러 쟁점 사항을 좁히기 위해 수 많은 

공식, 비공식 워킹 그룹75이 논의를 진행하였다.76 PrepCom ICC 규정 

초안에서는 피해자 배상에 관한 내용이 제6부 재판(The Trial)의 표제 

아래 제73조에 규정되었는데, 여러 대표단들이 재판소가 배상을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하여 찬성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절차적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 on 

Procedural Matters, 이하 WGPM)77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통합 안과 

일본 안이 PrepCom ICC 규정 초안 제73조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하였고, 조항의 합의를 위해 수많은 교섭과 비공식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NGO 단체들도 옵저버(observer)의 지위에서 피해자 배상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78  

 

PrepCom의 ICC 규정 초안 작성 시 피해자 배상 제도에 대해 

                                            
75  Working Group on Applicable Law(WGAL),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stance(WGIC), Working Group on Enforcement(WGE), 

Working Group on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WGGP), Working Group on 

Penalties(WGP), and Working Group on Procedural Matters(WGPM) 등 6개의 Working 

Group이 각 논의 주제에 따라 the Committee of the Whole 산하에 조직되었다.  

Bassiouni,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 article-by-

Article Evolution of the Statute, 2, ⅹⅹⅸ-ⅹⅹⅹ 

76 Kirsch and Holmes, "The Rome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Negotiating Process," 3 

77 WGPM의 관련 문서들로는 프랑스와 영국의 제안 (France 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CONF. 183/C. 1/WGPM/L.28), 일본의 제안(Japan, 

A/CONF. 183/C. 1/WGPM/L.30), 미국의 제안 (United States of America, A/CONF. 183/C. 

1/WGPM/L.69) 등 3개의 대표단 제안과 1개의working paper (A/CONF. 183/C. 

1/WGPM/L.63 and Rev.1)가 있다. 

78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51-53;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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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던 프랑스와 영국은 로마 회의에서 

제73조에 대한 통합 제안 79을 제시하였다. 통합 제안에서는 피해자가 

국내 관계 당국에 명령(혹은 판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may)’고 규정한 PrepCom ICC 규정 초안 제73조 제5항은 

피해자 혹은 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당사국의 국내 관계 당국은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shall)’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 제안 제4항에서는 재판소가 제90조 1항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각주에서는 그러한 임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자산은 ‘범죄에 

관계된 것과 범죄에 관계 되지 않은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80  이는 기소된 자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해 동결 또는 압류하는 

절차를 통한 뒤, 나중에 몰수를 통해 이를 형벌로써 또는 피해자 

배상을 위한 용도로써도 사용할 수 있게 함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통합 제안 외에도 일본도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본의 제안에서는 통합 제안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에 

관한 내용은 삭제가 되었다. 반면에 피해자 신탁 기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1  미국은 제73조 1항에 대해서만 제안을 

                                            
79  France 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roposal 

regarding article 73, 26 June 1998, UN Doc. A/CONF.183/C.1/WGPM/L.28.  

80  France 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roposal 

regarding article 73, 26 June 1998, UN Doc. A/CONF.183/C.1/WGPM/L.28. 제4항에 대한 

각주 “As regards the reference to article 90, paragraph 1, and part 10 in general, the 

sponsors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roperty and asset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include both crime and non-crime related property and assets.”  

81 UN Doc. A/CONF. 183/C. 1/WGPM/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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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각주에서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청구를 

승인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 피해자들은 한 명의 대표자만을 통해서 

상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만 나타내었다.82 

 

결국에는 로마 회의 종결을 며칠 앞두고 해당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WGPM의 7차 보고서에 수록되었고, 83  ICC 피해자 

배상에 관한 내용은 로마 규정 제75조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ICC는 피해 배상 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절차 

참가,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보호 조치 등 관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ICC의 이러한 태도는 

ICTY와 ICTR 등 이전 임시 국제 형사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신장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84 

 

3. 피해 배상에서의 국가 책임  

 

(1) 국가 책임 도입에 관한 논의 

 

강행규범 위반에 행위자 개인의 형사 책임뿐만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 함께 수반된다는 관행이 출현하였다. Lockerbie 사건의 

경우에도 영국과 미국은 리비아 국적의 용의자 송환을 요구하는 것 

                                            
82 UN Doc. A/CONF. 183/C. 1/WGPM/L.69. 

83 David Donat-Cattin, "Article 75 Reparation to victims," in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Observers' Notes, Article by Article, ed. 

Otto Triffterer(München : Oxford : Baden-Baden: C. H. Beck ; Hart ; Nomos, 2008), 1402. 

84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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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리비아에 금전 배상을 요구하였고, 85  ICTY의 Furundžija 

Case에서 1심 재판부는 ‘국제인도법 하에서 국가 공무원에 의해 

광범위한 고문 행위가 행해졌다면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국가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86 즉, 개인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국가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87 

 

그러나 국제 형사 절차에서 국가 책임을 도입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현재의 ICC 로마 규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당초 로마 규정의 성안 

과정에서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국가 책임은 삭제된 채로 로마 규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회의 이전 PrepCom에서는 ICC 피해 배상에 있어 국가 

책임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1998년 PrepCom ICC 초안 

제73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해 배상과 관한 국가 책임을 

언급하였다. 

 

제2항  재판소에 의해 수립된 원칙에 따라: 

 

(b)호  [재판소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85 Letter dated 20 December 1991 for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31 

December 1991, UN Doc. A/46/827, S/23308. 

86 Case of the Prosecutor v. Anto Furundžija, Judgment, 10 December 1998, ICTY TC, IT-

95-17/1-T, para. 142. 

87 Nollkaemper, "Concurrence betwe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6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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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피해자에 관한 원상회복, 금전 배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한 배상의 적절한 형태가 국가에 의해 행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안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범죄 행위를 행할 때 

공적인 능력에 의해 그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였고,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권한의 범주와 과정 내에 있었던 경우] 

 

(c호) [(b)호에 회부된 경우 이외의 어떠한 경우라도 

재판소는 또한 국가에게 원상회복, 금전 배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한 배상의 적절한 형태를 제공하도록 권고(recommend) 할 

수 있다.]     

 

 피해 배상의 1차적 책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있음은 

앞서 진행된 논의와 같다. 그러나 (b)호에서는 개인 행위자의 범죄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그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PrepCom ICC 규정 초안 제73조 제2항 (b)호에서의 국가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서는 재판소가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적절한 형태가 국가에 의해 형성되도록 ‘명령(order)’ 하는 것 

이외에 ‘권고(recommend)’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괄호 형태로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안’이 ‘명령’에 비해서 성질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형태를 취해서라도 국가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대표단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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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의에서는 국가 책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혹은 공적 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UN 피해자 선언 para. 11 88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국가 책임을 반대하는 

입장은 재판소가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피해자 배상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개인 형사 

책임은 그 의미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 책임을 

인정할 경우 초안 제2부의 관할권과 재판 적격성을 재 논의 해야 

한다는 이유도 뒤따랐다. 89  

 

결국, 피해자 배상에서 국가 책임을 포함한다면 상당수의 

대표단들이 피해자 배상에 관한 로마 규정 조항 제75조 전체를 

반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 배상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규정한 위 조항은 결국 삭제되었다. 90  다만, 로마 규정은 기타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서 피해 배상을 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피해자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국내 당국 혹은 다른 국제 기구에 의해서도 피해 배상을 구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91  

 

                                            
88 UN 피해자 선언 Principle 11. “Where public officials or other agents acting in an 

official or quasi-official capacity have violated national criminal laws, the victims should 

receive restitution from the State whose officials or agents were responsible for the 

harm inflicted. […].” 

89 Christopher Muttukumaru, Reparation to Victims, ed. Roy S. Le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The Making of the Rome Statute - Issues, Negotiations, Result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267-268. 

90 Ibid., 269. 

91 Boven,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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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996년 ILC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이하 잠정초안) 92 

제19조는 국제 범죄와 국제불법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 범죄는 “국제 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중요하여 그 위반이 범죄라고 인정되는 국제 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라고 정의된다. 또한, 이어서 제3항에서는 그러한 국제 

범죄의 예로 침략, 식민 통치, 노예매매, 제노사이드 및 인종차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실행의 

결과로 인해 국가는 국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국가 기관(any State organ)의 행위 혹은 정부 

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는 지방 정부의 기관이나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인과 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93  여기서의 ‘국가 기관’이란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 혹은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지, 또 국가 조직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를 불문하며 반드시 

중앙 기관이거나 고위 공직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94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및 침략범죄 등 ICC 

관할 범죄의 실행은 모두 강행 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행위자의 ICC 관할 범죄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92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UN Doc. A/51/10, 6 May-26 July 

199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2, Part 2, 1996, 58-74. 

93 ILC 잠정초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94 ILC 잠정초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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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그의 ICC 관할 범죄의 실행은 국가의 국제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95 

 

ICC 관할 범죄는 대부분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를 

유발하는데, 그 특성상 범죄 행위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 혹은 

정부 권한을 위임 받아서 행하는 위치에 있거나 반군의 지도자의 

지위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다. 96  만약, 

PrepCom에서의 논의와 같이 ICC 배상 체제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배상 명령의 실행의 측면에서 또한 배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국가 책임의 이슈에 관해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 공동체의 모든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공할 충분한 재원을 

                                            
95 다만,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여러 국제법 규범들에서는 

개인 책임이나 국가 책임의 발달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마 규정 제25조 제4항은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58조는 “본 조항들은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국제

법상 개인 책임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Nollkaemper, "Concurrence betwe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615. 

96 현재 ICC에서 수사 이후 단계에 있는 사태(situation)는 당사국이 회부한 경우(콩고민

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UN 안보리가 회부한 경우(수단(다르푸르), 

리비아), 소추관이 수사를 직접 개시한 경우(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8개가 있다. 이 중 

수단, 케냐, 코트디부아르, 리비아 등의 경우는 전, 현직 대통령 혹은 정부 고위 관료 

등이 공적인 지위에서 ICC 관할 범죄를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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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론과는 달리 국제 책임을 

지는 국가가 개인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한 국가 관행은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97 덧붙여, 피해 배상의 국가 책임을 인정할 경우, 배상 

의무에 부담을 느낀 국가들이 오히려 사건을 ICC로 회부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 행위자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자칫 피해자를 

아무 구제도 받지 못한 채 내버려두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98  

 

ILC도 또한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국가책임 초안) 제28조의 Commentary에서 “국가 책임은 인권 

침해와 다른 국제법 위반의 영역 등 침해된 의무의 수혜자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99 

제33조 제2항에서도 “[…] 국가의 국제 책임으로부터 국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여하한 권리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에게도 국가 책임으로부터 발생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100  

                                            
97  Smeulers and Grünfeld, International Crimes and Othe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 A Multi- and Interdisciplinary Textbook, 459. 

98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86. 

99 Marco Sassoli는 ILC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28조에 대한 commentary를 언급하며 

‘ILC는 국제위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국제 책임이 국가 이외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

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하였다. Sassòli,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418-419. 

100  Elke Schwager,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Victims of a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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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초안 제40조 및 제41조에서도 일반 국제법 하에서 

강행 규범(jus cogens)의 중대한 위반에는 국제책임이 따르며, 

국가들은 강행 규범 위반의 종식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ILC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가 강행 

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임을 선언한 것을 참조하면서 침략 행위, 

고문,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 제노사이드의 금지 등이 강행 규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101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개인 피해자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이미 국제법 

하에서 인정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CC 체제에서도 피해 배상에 있어 관할 범죄 개인 

행위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되, 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로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니지만, 

실제 배상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국가 관행이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미 논의가 완료되어 도입에 실패한 국가 책임을 다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로마 규정을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 no. 2 (2005): 426.  

1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

third session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UN Doc. 

A/56/10,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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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앞으로 ILC의 논의에서 국제위법행위에 국제 범죄의 개념이 

포함되고 국제 범죄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ILC의 

국가책임법이 완성된다면 ICC의 피해자 배상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로마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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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CC에서의  

피해자 배상에 관한 원칙과 실행 

 

 

Ⅰ. 들어가며 

 

1. 로마 규정 제75조 및 제79조 

 

ICC 로마 규정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광범위한 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즉, ICC에서 관할 범죄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ICC는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보호조치와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신탁 

기금을 설치하여 배상의 실현과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102 

이 중 제75조에 규정된 피해 배상은 RPE Rule 94-99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신탁 기금은 로마 규정 제79조와 RPE Rule 

98에 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우선 Lubanga Case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뒤, 1) 

피해자의 정의와 범위, 2) 피해 배상 절차의 참여, 3) 피해 배상 

원칙의 수립, 4) 개별 배상과 집단 배상의 개념, 5) 배상의 형태, 6) 

피해자 신탁 기금(Trust Fund for Victims, 이하 TFV)의 역할 등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어 제4장에서는 실제 피해 배상 실현에 

있어서 당사국의 협력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02  Ingadotti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Recommendations on Policy and 

Practice : Financing, Victims, Judges, and Immunitie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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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개요 

 

Lubanga Case는 ICC의 최초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가 배상의 원칙을 수립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데서 피해자 인권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CC 

배상 체제에서는 현재까지 피해 배상에 관한 원칙을 세운 예가 

Lubanga Case 한 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피해자 배상에 관한 ICC 

규정의 분석과 함께 실제 본 결정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해석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Lubanga Case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Thomas Lubanga Dyilo(이하, Lubanga)는 콩고 내전 당시 

콩고민주공화국 북동쪽의 Ituri 지역에서 2000년 9월 Union des 

Patriotes Congolais (이하 UPC)과 그 산하 무장 단체인 Force 

Partriotique pour la Libération du Congo (이하, FPLC)를 설립하고 

이끌었다. Hema 민족이 다수를 이룬 UPC/FPLC는 2002년 9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 Ituri 지역에서의 Lenddu족과의 무력 충돌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징집되어 UPC/FPLC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훈련을 받은 

후에 전투에 참가하였고, 인간 방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Lubanga는 

UPC/FPLC의 의장으로서 전투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감독하였다. 

특히, 15세 이하 아동의 징집 결정에 적극 관여하였고, 징집 행위를 

장려하였고, 징집된 15세 이하의 아동들을 개인 호위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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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도 하였다. 103 

 

ICC 당사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은 2000년대 초반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무력 분쟁 행위에 대해 2004년 3월 3일 ICC에 

사태(situation)를 회부하였고, 104  ICC 소추관은 예비 조사를 거친 뒤 

2004년 6월 21일 수사를 개시하였다. 소추관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북동쪽의 Ituri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 분쟁에 대한 조사 후에 

Lubanga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였고, 전심 재판부 Ⅰ부는 2006년 

2월 10일 체포 영장105을 발부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은 2006년 

3월 17일 Lubanga를 ICC에 인도하였고, 당일 체포 영장이 

개봉되었다. 

 

전심 재판부 Ⅰ부는 2006년 3월 9일과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콩고민주공화국과 ICC 당사국들에게 Lubanga의 재산 및 자산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를 위한 조치에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06 이후 2007년 1월 29일 전심 재판부 Ⅰ부는 Lubanga의 

                                            
103 ICC, “ICC Case Information Sheet,” 13 September 2012, ICC-PIDS-CIS-DRC-01-006/12.  

<http://icc-cpi.int/iccdocs/PIDS/publications/LubangaENG.pdf>에서 확인 가능 (마지막 

방문 2013-12-17); Human Rights Watch. “D.R. Congo: ICC Arrest First Step to Justice,” 

16 March 2006. <http://www.hrw.org/fr/news/2006/03/17/dr-congo-icc-arrest-first-step-

justice> (마지막 방문 2013-12-01). 

104  ICC의 콩고민주공화국 사태(situation)에서는 현재 6개의 사건(case)이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ICC는 2건의 판결을 내렸는데, Lubanga 이외에 Mathieu Ngudjolo Chui는 

2012년 12월 18일 1심 재판부 Ⅱ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참조 ICC-

01/04-02/12-3-tENG.  

105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Warrant of Arrest, 10 February 

2006, ICC PTC I, ICC-01/04-01/06-02-US-tEN.  

106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Request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identification, tracing, freezing 

http://icc-cpi.int/iccdocs/PIDS/publications/LubangaENG.pdf
http://www.hrw.org/fr/news/2006/03/17/dr-congo-icc-arrest-first-step-justice
http://www.hrw.org/fr/news/2006/03/17/dr-congo-icc-arrest-first-step-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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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확인하였고, 107  2007년 3월 6일에는 1심 재판부 Ⅰ부가 

구성되어 본안 재판이 시작되었다.108  

 

이후 Lubanga에 대한 재판은 소추부의 면책증거개시 불이행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109  재판부는 2012년 

3월 14일 만장일치로 1) 15세 이하의 아동을 동원한 행위 2)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집한 행위 3) 15세 이하의 아동을 적대 행위에 

참여시킨 행위 등 3개의 전쟁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Lubanga의 

유죄를 판결하였다.110 이어 2012년 7월 10일에는 Lubanga에게 징역 

14년 형을 선고하였다.111   

 

 재판부는 Lubanga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던 날 <양형과 배상 

일정에 관한 기일 확정 명령>을 발부하면서, 재판 참가자 및 관심 있는 

기타 개인과 단체에 배상 원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and seizure of property and assets belonging to Mr. Thomas Lubanga Dyilo, 9 March 

2006, ICC PTC I, ICC-01/04-01/06-22 및 Request to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for the identification, tracing and freezing or seizure of the property and assets of Mr 

Thomas Lubanga Dyilo, 31 March 2006, ICC PTC I, ICC-01/04-01/06-62. 

107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29 January 2007, ICC PTC I, ICC-01/04-01/06-803-tEN.  

108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constituting Trial 

Chamber I and referring to it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6 

March 2007, Presidency, ICC-01/04-01/06-842.  

109 자세한 내용은 김상걸, "연구논문(硏究論文) :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면책증거개시의

무와 면책증거해당성 판단행위," 참조. 

110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ICC TC Ⅰ, 14 March 2012, ICC-01/04-01/06-2842. 

111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Statute, ICC TC Ⅰ, 10 July 2012, ICC-01/04-01/0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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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다. 112  이에 따라 피해자 공공 자문부(the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이하 OPCV), 공동 법률 대표단(Common legal 

representatives), 여러 국제기구 및 NGO 단체, 113  피고측, 피해자 

신탁 기금(Trust Fund for Victims, 이하 TFV), ICC 사무국 등이 

배상 원칙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114  한편, Lubanga 

Case에서는 총 85명의 피해자가 배상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중 5명은 공동 법률 대표단 중 V01팀에 의해, 41명은 V02팀에 

의해 대리되었다. 다른 4명은 OPCV에 의해 대리되었고, 기타 35명은 

아무 대리인도 정하지 않았다.115  

 

이후 전심 재판부 Ⅰ부는 참가자들의 의견과 로마 규정 및 

관련 국제법 규범 등을 참조하여 2012년 8월 7일 <피해자 배상에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의 확립에 관한 결정(이하 Lubanga 배상 원칙 

                                            
112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Scheduling order concerning 

timetable for sentencing and reparations, ICC TC Ⅰ, 14 March 2012, 

ICC‐01/04‐01/06‐2844, 4-6.   

113 Women's Initiatives for Gender Justice, Intem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UNICEF, Fondation Congolaise pour la Promotion des Droits humains et la Paix, 

Coalition pour la CPI/RDC, Avocats Sans Frontières, Justice-plus, Terre des Enfants, 

Centre Pelican - Training for Peace and Justice/Journalistes en action pour la Paix, 

Fédération de Jeunes pour la Paix Mondiale 등. 

114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ICC TC Ⅰ, 7 August 2012, ICC-01/04-

01/06-2904, 5-8.  

115 85명의 피해자 중 남자는 32명, 여자가 53명으로 Lubanga의 범죄 실행 당시 15세 

이하였던 사람이 77명, 그들의 부모가 7명, 학교 교장이 1명이었다. 이들 중 19명은 오

직 개별 배상을, 5명은 오직 집단 배상을, 59명은 둘 다를 선호하였고, 기타 2명은 선호

를 밝히지 않았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First Report to the 

Trial Chamber on applications for reparations, 28 March 2012, Registry, ICC-01/04-

01/06-2847,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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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16 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제 형사 절차에서 중대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에 관한 기준을 세운 최초의 결정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해당 결정은 배상 원칙 수립에 적용되는 규범, 기준, 배상의 

방법, 실행, 증거력,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이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Ⅱ. 피해자의 정의와 범위  

 

국제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여러 국제법 규범에서 시도되어 왔다. 117  그 중에서도 특히 

ICC에서 피해자 배상이나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가를 위한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ICC 

관할 범죄의 특성상 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인데, 피해자의 수를 

적당한 기준을 통해서 적절히 제한하지 못한다면 형사 절차의 

지연이나 피해 배상의 미흡한 미행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접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기소된 자가 범한 모든 범죄 행위로 인해 

                                            
116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2012-08-07, ICC TC Ⅰ, ICC-

01/04-01/06-2904. 

117 Romani는 국제법 하에서 피해자를 Victims of Crime, Victims of Abuse of Powe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그리고 Victims of Terrorism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정의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Carlos Fernández de Casadevante Romani, 

"International Law of Victims,"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Online 14, 

no. 1 (2010): 2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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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람 전부를 포함할 것인지, 소추관이 기소한 범죄의 

피해자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또한 기소된 범죄 중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ICC RPE Rule 85에 의하면 피해자는 재판소의 관할 범죄의 

실행의 결과로 인해 피해(harm)118를 입은 자연인을 의미한다.119 이는 

ICTY에서는 피해자를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 범죄의 실행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좁게 정의하여 가족이나 친척 등 간접 피해자는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과 대비된다. 120  또한, 

ICC에서는 재산에 직접 피해를 입은 종교, 교육, 예술 또는 과학이나 

자선 목적을 지닌 기구나 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121  따라서 

자연인만을 피해자로 규정한 1985년 UN 피해자 선언보다도 피해자의 

                                            
118 여기서의 ‘harm’이란 injury, loss, damage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Rule 85에서의 

‘harm’은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Judgment on the appeals of The Prosecutor and The Defence 

against Trial Chamber I's Decision on Victims' Participation of 18 January 2008, 11 July 

2008, ICC AC, ICC-01/04-01/06-1432, para. 31-32. 본 논문에서는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damage를 손해로, loss를 손실로, injury와 harm을 피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119 ICC RPE Rule 85 “(a) “Victims” means natural persons who have suffered harm as a 

result of the commission of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  

120 ICTY RPE Rule 2 (A) “Victim: A person against whom a crime over which the Tribunal 

has jurisdiction has allegedly been committed.” 

121 ICC RPE Rule 85 “(b) Victims may include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hat have 

sustained direct harm to any of their property which is dedicated to religion, education, 

art or science or charitable purposes, and to their historic monuments, hospitals and 

other places and objects for humanitarian purposes.” 법인을 피해자로 포함시키는 문제

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개인 피해자에게 맞추어 진 배상의 초점이 일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법인에게 상징적 의미의 혹은 집단 배

상 또한 적절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Donat-Cattin, 

"Article 68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129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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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다.     

 

재판소는 로마 규정과 범죄구성요건 및 RPE를 적용하되, 무력 

충돌에 관해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 조약과 국제법상의 

원칙 및 규칙 또한 적용할 수 있다. 122  ICC 1심 재판부 Ⅰ부도 

<Lubanga 배상 원칙 결정>에서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 123  및 다른 

국제 규범에서 나타난 배상에 관한 권리는 확고히 성립된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배상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이러한 국제 규범들이 지침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124   

 

따라서 비록 Rule 85에서 간접 피해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회의에서 참고한 국제 규범들을 

고려한다면 ICC 체제에서는 간접 피해자까지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2 로마 규정 제21조 제1항 “재판소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첫째, 이 규정, 범죄구성요

건 및 절차및증거규칙; 나. 둘째, 적절한 경우 무력충돌에 관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조약과 국제법상의 원칙 및 규칙; 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절하

다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포함하여 세계의 

법체제의 국내법들로부터 재판소가 도출한 법의 일반원칙[…].” 

123 UDHR 제8조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내

용을, ICCPR 제9조 제5항은 금전 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6

조는 손해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 혹은 만족을,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

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14조 제1항은 완전한 사회복

귀를 포함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ACHPR 제21조 제2항은 재산의 

회복과 적절한 보상에 관한 권리를, ACHR 제63조 제1항은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조

치에 관한 시정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24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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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회의 당시 WGPM은 ‘피해자’와 ‘배상’의 용어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 규범들을 참조하였다. WGPM은 로마 

규정 초안 제73조의 작성을 위해 특히 1985년 UN 피해자 선언에서의 

피해자의 정의와 범주를 참조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선언에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의 위반에 따라 발생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심리적 고통, 경제적 손실 혹은 기본적 권리의 실질적 

침해를 포함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한다. 또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자와 그의 직계 가족 혹은 부양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125  즉, 여기서의 피해자의 범주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승계인 등 직접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었다.126 

 

 ICC 1심 재판부 Ⅰ는 Lubanga Case 중 <간접 피해자에 관한 

결정>에서 Rule 85 (a)에서의 범죄 실행의 ‘결과’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 모두 기소된 범죄와 인과 관계(a 

causal link)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 피해자의 

피해는 직접 피해자의 손해, 손실 및 피해를 입은 것으로부터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간접 피해자의 피해는 반드시 직접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상에 참여할 ‘간접 피해자’를 결정하기 

                                            
125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29 November 1985, UN Doc. A/RES/40/34, para 1-2. 

126 “Such a provision refers to the possibility for appropriate reparations to be granted 

not only to victims but also to others such as the victims' families and successors […].” 

Working paper on article 73, UN Doc. A/CONF.183/C.1/WGPM/L.63/REV.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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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소년 병사와 그의 부모 사이 같이 간접 피해자와 직접 

피해자 간에 개인적 친밀 관계(a close personal relationship)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127  

 

간접 피해자의 범주에는 직접 피해자를 돕거나 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도 포함된다.128 다만, 간접 피해자는 반드시 

기소된 범죄로 인한 피해에 의해서만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Lubanga는 아동 동원,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참여시킨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의 적대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129  

 

그렇다면 가족 관계에 의한 제3자를 넘어 사회 생활 관계에 

의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를 들어 직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일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얻은 경제적 피해 

- 까지 간접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그러나 ICC에서의 배상의 대상이 되는 간접 피해자란 직접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범주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소송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나친 배상 의무를 

                                            
127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Redacted version of "Decision on 

'indirect victims'," 8 April 2009, ICC TC Ⅰ, ICC-01/04-01/06-1813, para. 45-49. 

128 Ibid., para. 51. 

129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Redacted version of "Decision on 

'indirect victims'," 8 April 2009, ICC TC Ⅰ, ICC-01/04-01/06-1813, par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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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배상에 관한 규정의 논의 역사를 

보건대 간접 피해자의 범주는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ICC 체제에서 피해자는 1) 피해를 입은 자연인 

혹은 법인일 것 2) ICC 관할 범죄의 실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것 

3) 그 범죄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 4) 간접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Ⅲ. 피해 배상 절차의 참여  

 

1. 피해자 대리와 참여의 신청 

 

일찍이 로마 회의 당시 몇몇 대표단들은 배상을 받게 될 

피해자의 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몇몇 대표단들은 피해 배상을 

신청할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한 명의 대표를 통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배상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의 수를 

제한해야 하며 개별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130  

 

이는 로마 회의 이전 몇몇 ILC 위원들이 ‘재판소가 피해자 

배상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범죄 행위자의 신속한 기소 및 

처벌이라는 재판소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130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Procedural Matters, UN Doc. 

A/CONF.183/C.1/WGPM/L.2, 1998 in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ficial Records: Reports and other 

documents, vol. 3(New York: United Nations, 200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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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처럼, 1심 재판부 및 상소심이 개별 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 배상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있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ICC에서 피해 배상의 원칙을 세우는 절차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 그리고 재판소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의 경우, 로마 규정 제75조 상의 배상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과 주소, 손해, 손실 및 피해의 설명, 발생 사건의 

장소와 시간 등을 담은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ICC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ule 94). 재판소가 스스로 배상 원칙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이해 관계국 등 가능한 여러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Rule 95 

제1항). 다만, 이 공지를 받은 피해자가 재판소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면 재판소는 피해자 존중 차원에서 개별 배상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한다(Rule 95 제2항).  

 

2. 의견 및 증거의 제시 

 

ICC에서 배상 절차는 형사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범죄에 책임 있는 자가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배상에 

관한 심리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며, 배상 명령은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관할 범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재판소를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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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형사 절차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131    

 

로마 규정 제68조 제3항은 ICC 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사 절차의 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와 관심을 밝힐 수 있다.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ICC 전심 재판부는 Lubanga Case에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132 그런데 로마 규정 제75조 제3항은 재판소가 

배상 원칙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피해자,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이해 관계국과 이들을 대리한 자로부터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과 

피해자의 절차 참가를 규정한 제68조 제3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로마 규정의 해당 문구를 살펴보면 제75조 제3항은 

“재판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 

관계국으로부터의 또는 이들을 대리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may invite) […]”라는 용어를 취했다. 반면에 제68조 

                                            
131 Gibert Bitti and Gabriela G. Rivas, Reparations Provision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d.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Redressing 

Injustices through Mass Claims Processes : Innovative Responses to Unique Challe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13. 

132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the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of VPRS 1, VPRS 2, VPRS 3, VPRS 4, VPRS 5 and VPRS 

6, ICC TC Ⅰ, 17 January 2006, ICC-01/04-101-tEN-Corr,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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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 재판소는 […] 피해자의 견해와 관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shall permit) […]”이라는 보다 강한 어조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은 제75조 

제3항에 따라 즉,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제68조 제3항에 따라서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ICC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피해 배상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33  

 

다만, 제75조 제3항은 피해자 이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혹은 선의의 제3자 등의 이해 관계자 또한 피해 배상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때, 피해자 이외의 절차 

참가자의 의견 제시는 반드시 배상과 관련된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관한 절차를 제외하고 재판이 종결되기 전 양형(sentence)과 관련된 

추가 증거 또는 의견을 심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실시할 

수 있고, 만약 소추관이나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추가 심리에서는 피해 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 

제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심리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도 있다.134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명령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선의의 제3자 

또한 재판부의 배상 명령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135 

 

정리해서 말하자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133 Donat-Cattin, "Article 75 Reparation to victims," 1407. 

134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135 제8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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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직권으로’ 피해자에 관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 및 피해 대리인은 굳이 

제75조 제3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제68조 제3항에 따라 절차 참여가 

인정되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피해 배상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136  

 

3. 전문가 의견  

 

재판부는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여 

원상회복, 금전 배상 및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배상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 재판부는 스스로 혹은 피해자나 

그의 법적 대리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해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137 이 때, 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정확히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어 피해자 개개인의 손실의 

평가에서부터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적절한 배상 계획의 제안까지 두루 

포함될 수 있다.138 

 

해당 규칙의 문언에 의하면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의 

                                            
136 유죄 판결 이전 1심 재판의 단계에서 배상에 관한 증거 조사 및 진술 청취가 이루

어질 수 있다. Regulations of the Court Regulation 56 “The Trial Chamber may hear the 

witnesses and examine the evidence for the purposes of a decision on repar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 paragraph 2, at the same time as for the purposes of trial.” 

137 Rule 97 제2항 전단 “At the request of victim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or at 

the request of the convicted person, or on its own motion, the Court may appoint 

appropriate experts to assist it in determining the scope, extent of any damage, loss 

and injury to, or in respect of victims and to suggest various options concerning the 

appropriate types and modalities of reparations […].”  

138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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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으로 보이며, 의무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재판부의 배상 관련 업무를 돕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판부의 

재판관들이 관할 범죄의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 손실 및 피해를 

산정하는 일에 정통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Lubanga 배상 원칙 결정>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확인, 실행 가능한 배상 방법의 조사, 배상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전문가를 재판부가 고용할 수 있다는 데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139  재판부 또한 배상 계획의 

준비와 실행을 도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사무국의 제안대로 각계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승인하였으며, TFV로 하여금 전문가들을 선발, 

임명하고 그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였다.140  

 

그런데 Rule 97 제2항 후단에서는 ‘전문가 보고서의 열람을 

위해 피해자, 피해자 법적 대리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및 

다른 이해 관계인을 초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141 전문가의 평가 

내용을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139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155-166. 

140 Ibid., para. 263-266. 

141 Rule 97 제2항 후단 “The Court shall invite, as appropriate, victim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the convicted person as well as interested persons and interested States 

to make observations on the reports of th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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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 한 당사자가 전문가 평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생각건대 애초에 

재판부가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은 피해 및 배상의 측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고 Rule 97 제2항 전단 재판부가 전문가를 임명 ‘할 수 

있다(may)’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사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Ⅳ. 배상 원칙의 수립  

 

ICC 로마 규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소는 […]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소는 […]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신청에 의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제1항의 문구에 따르면 재판소는 배상에 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과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배상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배상에 관한 원칙은 피해 

배상에 관한 재판소와 내부 기구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142  

 

로마 규정은 ‘재판소(The Court)’가 배상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확히 재판소 내 어떤 기구가 이를 

담당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75조가 ‘재판(The 

                                            
142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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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이라고 명명된 제6장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이는 재판과 

관련된 재판소의 기구, 즉 재판부(The Chambers)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제75조 제2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린다는 문구를 참조한다면 제75조에서의 ‘재판소’는 ‘1심 

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43  1심 재판부는 

배상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 로마 규정과 RPE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법 상의 원칙과 규칙들을 참조하며, 재판소의 관할권은 오직 로마 

규정이 발효된 이후의 ICC 관할 범죄에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이후에 배상 원칙을 세우고, 그에 관한 배상 

명령을 결정을 내리게 된다.144  

 

한편, ICC 로마 규정 제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상 원칙이 

사건별로 발달된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사건별로 각각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각 재판부가 같은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원칙을 확립할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상소심 재판부(Appeals Chamber)에서의 

판단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45  또한, 일반적인 원칙을 확립한다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피해자가 배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146  일반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ICC 관할 범죄로써 

                                            
143 Ibid., 47. 

144 Ibid., 49-50. 

145  Bitti and G. Rivas, Reparations Provision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11.  

146 제75조에서 말하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에 더 가깝다는 의견도 있

다. Marc Henzelin, Veijo Heiskanen, and Guénaël Mettraux, "Reparations To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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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고,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이 확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의 측면에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147  

 

이 점에 대해서 ICC 1심 재판부 Ⅰ은 <Lubanga 배상 원칙 

결정>에서 이번 배상 결정으로부터 배상과 실행에 관한 몇몇 원칙들이 

도출되었지만, 이것은 해당 Case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결정은 ICC에서든 다른 국내 혹은 국제 

기구에서의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148 

 

한편, 재판부가 배상에 관한 원칙을 세우는 일은 피해자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건 관계자는 물론 ICC와 회원국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세우는 피해 

배상에 관한 원칙은 국내 관할 당국과 ICC 사이에서의 임시 협정의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나아가 109조 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사국들의 협조를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49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ssons From International Mass Claims 

Processes," Criminal Law Forum 17, no. 3-4 (2006): 330-331. 

147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48. 

148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181.  

149 Donat-Cattin, "Article 75 Reparation to victims," 1403. 



 

 - 62 - 

Ⅴ. 개별 배상과 집단 배상 

 

ICC에서는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이나 집단 혹은 양자 모두를 기반으로 하여 배상을 제공할 수 

있고, 150  피해자의 수, 배상의 방법과 범위 등으로 인해 집단 배상(a 

collective award)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TFV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151 이에 따라 ICC에서의 

배상은 수여 대상에 따라 개별 배상(individual reparation)과 집단 

배상(collective reparation)으로 나눌 수 있으나, 로마 규정과 RPE는 

집단 피해 혹은 집단 배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Rosenfeld는 집단 배상을 ‘국제법 위반의 결과 발생한 집단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집단에게 수여된 혜택’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별 배상이 금전 배상 혹은 원상회복 등 배상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집단 배상은 학교나 병원의 건설, 기념비 

건립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피해자들은 배상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집단 배상은 단순히 여러 명의 개인 

피해자가 개별 배상을 집단 배상 절차(mass claims procedure)를 

통해 받는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집단 피해는 단순히 많은 수의 개인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르완다 내전에서의 투치족 

혹은 홀로코스트에서의 유대인처럼 집단 구성원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150 Rule 97 제1항 “Taking into account the scope and extent of any damage, loss or 

injury, the Court may award reparations on an individualized basis or, where it deems it 

appropriate, on a collective basis or both.” 

151 Rule 98 제3항 “The Court may order that an award for reparations […] be made 

through the Trust Fund where the number of the victims and the scope, forms and 

modalities of reparations makes a collective award mo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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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단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152  

 

국제인권재판소 등의 사법적 기구와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등 비사법적 기구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 배상 보다는 집단 배상의 

방법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다. 153  특히, IACtHR에서 집단 배상이 

실시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는 교육, 주거, 건강 

프로그램의 실행, 의료 및 심리 치료, 피해자에 대한 공적 사과, 기념비 

설립, 재판부 판결문의 번역 등이 포함되었다. 154  ICC 1심 재판부 

Ⅰ부도 비록 ECtHR이나 IACtHR은 보통 개인 보다는 국가에 대해 

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들 재판소가 축적한 배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은 ICC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152  Friedrich Rosenfeld, "Collective Reparation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92, no. 879 (2010): 732-734. 

153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는 1976년 이후 약 30여 년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으며 고문, 강간 등의 범죄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후 사회 재통합과 건설을 목표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국내 관할 당국 주

도로 실시되었다. 또한, 콜롬비아, 페루,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등에서도 광범위한 무력 

충돌 이후 피해 지역과 피해자들에게 집단 배상이 실시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Julie Guillerot and Ruben  Carranza, "The Rabat Report: The Concept and 

Challenges of Collective Reparations,"(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2009) 

<http://www.ictj.org/publication/rabat-report-concept-and-challenges-collective-

reparations> 참고 (최근 방문 2014-01-14). 

154  Sylvain Aubry and María Isabel Henao-Trip, "Collective Repar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Transitional Justice Network, University of Essex, 2011), 5. 

<http://www.essex.ac.uk/tjn/documents/Paper_2_Collective_Reparations_Large.pdf> (최근 

방문 2014-01-14). IACtHR의 실제 Case에서의 집단 배상의 실행에 관한 다른 연구로는 

Bridget Mayeux and Justin Mirabal, "Collective and Moral Reparations in the Inter-

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09) 

<http://www.utexas.edu/law/clinics/humanrights/work/HRC_F09_CollectiveReparations.pd

f>을 참조 (최근 방문 2014-01-14).  

http://www.ictj.org/publication/rabat-report-concept-and-challenges-collective-reparations
http://www.ictj.org/publication/rabat-report-concept-and-challenges-collective-reparations
http://www.essex.ac.uk/tjn/documents/Paper_2_Collective_Reparations_Large.pdf
http://www.utexas.edu/law/clinics/humanrights/work/HRC_F09_CollectiveReparations.pdf
http://www.utexas.edu/law/clinics/humanrights/work/HRC_F09_CollectiveRepar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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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권 재판소의 판례(jurisprudence)와 관행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155  

 

집단 배상은 개별 배상에 비해 회복적 정의156 실현의 측면에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 먼저, 집단 배상은 예를 들어, 기념비나 박물관 

건립 등 지역 사회의 재건과 관계되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범죄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개별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 배상은 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157 특히, 어느 

한 집단의 몰살을 목적으로 하는 제노사이드와 같은 ICC 관할 범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념비나 박물관 건립 등과 같은 상징적 의미의 

배상(symbolic reparations)은 어느 한 집단에 속한 ICC 관할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158   

 

개별 배상이 반드시 회복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ICC에서도 피해 배상은 상황에 따라 개별 

                                            
155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186. 

156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개인 행위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징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방

법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는 특징이 있다. 자세한 점은 Smeulers and Grünfeld, International Crimes and Othe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 A Multi- and Interdisciplinary Textbook, 463-485 참조. 

157  Linda Keller, "Seeking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Victims' 

Reparations," Thomas Jefferson Law Review 29, no. 2 (2007): 212-213. 

158 Ibid.,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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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집단 배상이 동시에 행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59 개별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자 개개인의 신원은 물론 범죄로 인한 피해의 

세부적인 평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ICC 관할 범죄의 속성 상 

보통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피해자 개별 배상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개별 배상과 피해 배상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관리하고, 개별 피해 평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집단 배상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60  

 

TFV도 Lubanga Case에서 Ituri 지역에서 약 2,900여명의 

아동이 UPC/FLPC와 연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 중 

몇 명의 아동이 15세 이하에 해당하고, 징집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피해 배상 절차에 참여하는 85명의 피해자는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TFV는 많은 피해자가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상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만약 

상당수의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소가 이들의 

피해에 대해 각각 심사하는 것은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본 Case에서는 개별 배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161  이에 반해, 집단 배상은 만약 피해 공동체와 

함께 고안이 된다면 사회적 재통합을 이룰 수 있고, 적은 기금의 

                                            
159 Rule 97 제1항 “Taking into account the scope and extent of any damage, loss or 

injury, the Court may award reparations on an individualized basis or, where it deems it 

appropriate, on a collective basis or both.” 

160 Keller, "Seeking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Victims' Reparations," 

212-213. 

161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Observations on Reparations in 

Response to the Scheduling Order of 14 March 2012, ICC TFV, 25 April 2012, ICC-01/04-

01/06-2872,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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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TFV는 집단 배상의 방법을 

선호하였다.162  

 

Lubanga Case의 1심 재판부도 해당 Case에서는 피해자의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피해자만이 배상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배상을 받게 하려면 집단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63  

 

Ferstman은 ICC의 제한된 재원을 고려할 때 집단 배상이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것이고, 개별 배상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다양한 실행 방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집단 

배상은 새로운 법률 체계의 출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164 Lubanga Case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ICC Case에서도 피해 배상은 개별 배상보다는 집단 배상이 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재판부가 집단 배상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실제 실행은 TFV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Ⅵ. 배상의 형태 

 

                                            
162 Public Redacted Version of ICC-01/04-01/06-2803-Conf-Exp-Trust Fund for Victims' 

First Report on Reparations, ICC TFV, 23 March 2012, ICC-01/04-01/06-2803-Red, para. 

22. 

163  다만 집단 배상과 개별 배상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217-221. 

164  Ferstman, "The Reparation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actical 

Considerations,"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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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제법 규범들은 대체로 예시적 열거를 통해 여러 배상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WGPM의 초안자들이 참고한 인권과 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지침 

초안(이하,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 초안) 165에서도 Principle 12 

이하에서 배상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두에 “배상은 아래에 

언급된 [수단]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취할 수 있으며, [아래에 언급된 

수단은] 한정적이지 않다(not exhaustive)”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로마 규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도 “[…]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를 포함하는(includ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75조에 언급된 세 가지 배상의 형태 

또한 예시적 요소에 불과한 것이므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수단이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다면 그도 함께 

배상의 한 형태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제75조 

상에 제시된 배상의 예시와 함께 다른 형태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상회복  

 

원상회복(Restitution)이란 ‘위법행위 혹은 인권 침해 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자유, 가정 생활, 시민권, 

                                            
165 Revised draft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UN Doc. E/CN.4/Sub.2/1996/17, 

annex. 추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지침(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으로 명칭 

수정되어 2005년 12월 16일 UN GA 결의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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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및 재산권의 반환 등을 포함한다.166 국제법 하에서 원상회복은 

영토나 재산의 반환, 행정 조치의 결정의 취소나 법률의 폐지 등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928년 PCIJ Chorzow 

Factory Case 167 에서 보듯 원상회복은 국제관습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배상의 형태였고, 보통 원상회복이 실시될 수 

없는 경우에만 금전 배상이 고려되었다.168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회복이 실시 불가능하거나 무조건 

원상회복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가 있다. ILC의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35조 후단에서 

원상회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전 배상 

대신 원상회복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비례성을 넘어서는 부담을 

                                            
166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 초안 Principle 12. “Restitution shall be provided to re-

establish the situation that existed prior to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 ,inter alia, restoration of liberty, family life, citizenship, return to 

one’s place of residence, employment of property.”; ILC 2001년 초안 제35항 전단. “A 

State responsible f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that is, to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existed before the wrongful act 

was committed […].” 한편, 원상회복을 위법행위 발생 이전에 실제 존재하였던 상황을 

회복하는 ‘실제적 원상회복’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황을 회

복하는 ‘추정적 원상회복’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7), 368-371 참조. 

167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Germany v. Poland, 12 September 1928, 

PCIJ Series A, No.17, 47. PCIJ는 “배상은 가능한 불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황을 다시 회복(re-establish)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168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59-

160 이 점은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UN Doc. A/56/10, 96-97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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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에만 

집착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피하게끔 하였다.169   

 

로마 규정 제75조에서도 세 가지 배상의 예시 중 원상회복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 피해 배상의 수단 중에서 원상회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마 규정 관할 

범죄의 특성을 생각할 때 피해 배상의 수단으로 원상회복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사망 혹은 신체 일부의 절단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원상회복은 아예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CC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하여 배상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실제적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이 배상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다만, 

빼앗긴 가옥이나 물건의 반환 등은 실현 가능할 것이다.  

 

 2. 금전 배상  

 

금전 배상(Compensation) 170 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교육의 기회 등 잃어버린 기회 비용, 물질적 피해와 소득의 박탈, 

                                            
169 “[P]rovided and to the extent that restitution: (a) is not materially impossible; (b) 

does not involve a burden out of all proportion to the benefit deriving from restitution 

instead of compensation.” 

170 보통 우리 국내법에서는 ‘보상’을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불법이 아닐 경우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불법 혹은 위법 행위로 인

한 손해를 구제하는 경우에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394조). 따라

서 여러 국내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compensation을 금전 배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왜 로마 규정 국문본에서는 compensation을 보상으로 번역하였는지 의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로마 규정의 국문 번역을 외교통상부의 로마 규정 국문본에 준하되, 

compensation은 금전 배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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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훼손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지불된 금액 등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171 ILC 2001년 국가 책임 초안 제36조 제1항은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하여 배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법의 피해 배상 체제에서 

원상회복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배상의 방법이지만,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혹은 가능하더라도 원상회복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할 경우 보충적으로 금전 배상을 고려하게 된다.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금전 배상은 “[…] 일실 이익(loss of 

profits)를 포함한 금전적으로 측정 가능한 어떤 손해도 포함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기본 원칙 초안에서도 금전 

배상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등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해’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해라면 그것이 신체적 피해이든 혹은 

정신적 피해이든 불문하고 모두 금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를 야기한 피해는 다시 ‘금전적 피해’와 ‘비금전적 

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데, 금전적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 및 그 피해자가 속한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피해자가 ICC 관할 범죄로 

인해 직업 획득의 기회를 잃게 된 경우 그 국가의 임금 수준이나 시장 

                                            
171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 초안 Principle 13 “Compensation shall be provided for 

any economically assessable damage resulting from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a) Physical or mental harm, including pain, suffering and 

emotional distress; (b) Lost opportunities including education; (c) Material damages and 

loss of earnings, including loss of earning potential; (d) Harm to reputation or dignity; 

(e) Costs required for legal or exper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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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고려하여 금전 배상의 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경우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비금전적 피해의 경우에는 다르다. 사망, 신체의 

절단이나 성폭행 후의 정신적 피해 등 비금전적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에서는 국내의 경제 수준이 고려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판단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국제 재판소의 일반적 태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침해의 중대성이나 고의, 과실 등의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72  다만, 피해자나 그의 재산에 대한 손해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권리의 침해에 따른 모욕이나 피해는 

‘금전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173  

 

한편, <Lubanga 배상 원칙 결정>에서 재판부는 이미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집하고, 적대 행위에 참여시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로의 

송환이나 이전 직업으로의 복귀, 분실 혹은 도난 당한 재산의 환원 

등이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74  또한, 재판부는 

피해가 경제적인 수치로 계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금전 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금전 배상은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172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63-

169. 

173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

third session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UN Doc. 

A/56/10, 99.  

174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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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이 Case에서는 아동 징집 행위에서 

성(gender)과 나이라는 요소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 금전 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175  

 

 3. 사회복귀와 기타 형태의 배상 

 

1985년 UN 피해자 선언과 2005년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귀(Rehabilitation)는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서비스 및 사회적 지원 등 어떤 특정한 형태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도움이나 지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176  사회복귀의 목적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것이다.  

 

                                            
175 Ibid., para. 226-231. 

176  UN 피해자 선언에서는 ‘Rehabilitation’ 대신 ‘Assistance’의 표제 아래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para. 14. Victims should receive the necessary material,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sistance through governmental, voluntary, 

community-based and indigenous means. para. 15. Victims should be informed of the 

availability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and other relevant assistance and be readily 

afforded access to them. para. 16. Police, justice, health, social service and other 

personnel concerned should receive training to sensitize them to the needs of victims, 

and guidelines to ensure proper and prompt aid. para. 17. In providing services and 

assistance to victim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have special need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harm inflicted or because of factors such as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3 above;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 Principle 21. 

Rehabilitation should include medical and psychological care as well as legal and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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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Lubanga Case에서 사회복귀는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에 따라 비 차별적(non-discrimination)으로 행해져야 

하고, 177  특히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 진료 및 법률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복귀의 조치는 피해 아동을 

사회로 재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피해자들이 겪게 될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178 

 

한편,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 Principle 15에서는 

만족(satisfaction)과 재발 방지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제75조의 문구에 따르면 ICC에서도 사회복귀에 덧붙여 기타 형태의 

배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1심 재판부 Ⅰ부도 제75조는 배상의 

수단으로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 복귀 등 세 가지의 예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 규정이 아니라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외에도 다른 

적절한 배상의 형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배상의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 인지적 접근(a gender-sensitive approach)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179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로써 아동 징집 및 적대 행위 참여에 

대한 범죄 인식을 고취시키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77 UN 피해자 배상 기본 원칙 Principle 25.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s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must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be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any kind or on 

any ground without exception. 

178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232-236. 

179 Ibid., para.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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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문의 배포, 피해 증명서의 발행, 재판 결과 통지 프로그램 및 

교육 캠페인 시행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Lubanga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피해 아동들이 지역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80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Lubanga가 파산을 선언하고, 그의 어떤 재산이나 

자산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Lubanga는 피해자에 대한 공적 혹은 

사적 사과를 하는 방법으로 상징적 배상(symbolic reparations)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181    

 

ICC의 관할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성격을 생각할 때, 

빼앗긴 재산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자산은 어느 정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한번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또 ICC의 제한된 금전 재원을 고려할 때 개별 금전 배상은 피해 

배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귀와 만족 등 기타 

형태의 배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182 특히, 참가자들의 제안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도 행사, 기념비 건립 등은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적대행위에 참여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덜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Lubanga Case에서는 15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피해자의 나이와 강간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자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복귀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배상 방법이 될 

                                            
180 Ibid., para. 237-239. 

181 Ibid., para. 241, 269. 

182 Redress Trust, "Justice for Victims: The ICC's Reparation Mandate,"(London: Redress 

Trust 2011), 67-68. <http://www.redress.org/downloads/publications/-

REDRESS_ICC_Reparations_May2011.pdf> (최근 방문 2014-01-14).   

http://www.redress.org/downloads/publications/-REDRESS_ICC_Reparations_May2011.pdf
http://www.redress.org/downloads/publications/-REDRESS_ICC_Reparations_May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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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Ⅶ. 피해자 신탁 기금 

 

1. 의의 

 

여러 국내법 하에서는 범죄 행위자로부터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받게 되는 피해 배상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구조금을 

지불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구조금 기금을 설치하기도 한다. 183  UN 

피해자 선언에서도 para. 13에서 피해자 금전 배상을 위한 국내 

기금의 설치가 장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는데,184 이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을 얻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다.  

 

ICC에서는 로마 규정 제79조 상에 신탁 기금 185 에 대해 

                                            
183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에 의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

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피해자 혹은 유족에게 국가가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184  UN 피해자 선언 para. 13. “The establishment,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national funds for compensation to victims should be encouraged. Where appropriate, 

other funds may also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including in those Cases where 

the State of which the victim is a national is not in a position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harm.” 

185 여기서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로마 규정 제115조의 ICC와 당사국 총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Funds)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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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에 로마 규정의 발효 후 2002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는 

ICC 관할 범죄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이익을 위한 신탁 기금을 

설립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TFV가 설치되었다.186  

 

ICC 배상 명령의 현실적 실현과 관련하여 의의를 갖는다. 

Lubanga Case에서와 같이 ICC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한 벌금과 재산 및 자산을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ICC의 관할 범죄들이 대부분 한 국가 

내에서 혹은 다른 국가와의 사이에서 권력과 부를 쟁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한 금액을 내놓거나 벌금을 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ICC 관할 범죄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은닉해 둘 가능성이 

크며, 이전 임시 국제 형사 법정에서도 기소된 자들은 대부분 파산을 

선언하였다.187 

 

또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과 자산을 추적하여 몰수하는 

것마저도 재산과 자산의 은닉, 기술적 문제, 관련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현 ICC 

체제에서는 관할 범죄 행위자가 공적인 지위에서 범죄를 행하였더라도 

이를 국가가 대신 배상하게 하는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ICC 체제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은 

                                            
186 Establishment of a fund for the benefit of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of the families of such victims, 9 September 2002, ICC-ASP/1/Res.6. 해당 

결의에 의해 설립된 기금의 명칭이 ‘Trust Fund for Victims’이다. 

187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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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고, 관할 범죄의 피해자가 ICC가 아닌 국내 관련 

당국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유죄 판결 받은 자로부터 벌금이나 몰수를 통한 재산 및 

자산을 얻어낼 수 없거나 재판부의 배상 명령을 실행하기에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TFV의 재원을 

사용하여 피해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로마 규정이 

개정되거나 하는 등의 다른 제도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현재의 

TFV는 ICC에서 피해 배상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FV는 “전 세계 국제 인권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것”이라 

평가 받기도 하였다. 188  이하 본문에서는 TFV의 설립 논의와 법적 

근거를 분석해 보고, 역할과 실제 운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설립 논의 과정 

 

신탁 기금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로마 회의 이전 ILC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ILC는 1994년 보고서의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초안 제47조 제3항에서 신탁 기금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서 신탁 기금은 벌금의 귀속 대상 중 세 번째로 

위치하였다.189 ILC에서는 당초 형벌로써 지불된 벌금이 범죄 피해자의 

                                            
188  Peter G. Fischer, "The Victims' Trust Fund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mation of a Functional Reparations Scheme,"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17, no. 

1 (2003): 239. 

189 제47조 제3항 “지불된 벌금은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게 귀속될 수 있다: (a) 재판 비용 충당의 목적으로 사무국장; (b)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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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이나 신탁 기금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도 피해 배상을 대신하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재판소나 국제적 차원에서 배상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살아남아 1994년 초안에 남게 된 것이다.190 

 

PrepCom에서는 신탁 기금이 UN 사무총장이 아닌 재판소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제안이 나타났고, 1998년 PrepCom 최종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탁 기금이 징수된 벌금 혹은 자산의 귀속 

대상 중 가장 먼저 위치한 채 나타나게 되었다.191  

 

[제79조 재판소에 의해 징수된 벌금[과 자산] 

 

재판소에 의해 징수된 벌금[과 자산]은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게 귀속될 수 있다: 

 

[(a) [우선적으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UN 사무총장에 의해 설치된] 혹은 [재판소에 의해 운영되는] 

신탁 기금  

[(b)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 

[(c) 재판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사무국장]] 

 

로마 회의 중에 형벌에 관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 on 

                                                                                                             

(c) 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UN 사무총장에 의해 설치된 신탁 기금.” 

190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UN GAOR, Forty-ninth session, Suppl. No. 10, 1994, UN Doc. A/49/10, 60. 

191  PrepCom,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 183/2/Add. 1, 14 April 1998,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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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ies)은 신탁 기금의 설치에 대해 강한 지지를 나타내었다. 192 

로마 회의에서는 징수된 벌금의 귀속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과 ICC 사무국장은 빠진 채 신탁 기금만이 언급되었다. 또한, 

신탁 기금은 UN 사무총장이 아닌 당사국 총회가 결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193 

 

로마 회의에서는 일단 TFV의 향후 운영과 관한 세부적 사항은 

당사국 총회가 추후 Regulations을 통해 정하도록 맡겨 두었다. 로마 

회의 이후 당사국 총회가 TFV의 설립에 관한 결의 및 TFV 

Regulations의 결의 194 를 채택함으로써 TFV 운영에 관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3. 역할과 운용 

 

(1) 배상의 실행  

 

ICC에서 재판부의 피해 배상에 관한 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directly against a convicted person)이 

원칙이므로,195  만약 재판소가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이나 자산의 

                                            
192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910-911. 

193  Chairman’s working paper on article 79, 2 Jul 1998, UN Doc. 

A/CONF/.183/C.1/WGP/L.7 in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ficial Records: Reports and other 

documents, 3, 315 

194 Regulations of the Trust Fund for Victims, 3 December 2005, ICC-ASP/4/Res.3. 

195 로마 규정 제75조 제2항.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여 피

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명시하는 명령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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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를 결정한다면 당사국은 이를 위해 제109조 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6  다만, 적절한 경우 재판소는 TFV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고,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해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TFV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197  

 

제79조 제2항의 원문을 살펴보면 “The Court may order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벌금과 몰수한 재산 

및 자산을 TFV에 전달하는 것은 재판소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Rule 9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별 배상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상 명령의 

시점에서 각 피해자에게 직접 개별 배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에 재판소는 배상액을 TFV에 기탁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때, 신탁 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 내용 198과 제115조 199의 

                                                                                                             

에게 직접 내릴 수 있다[…].” 

196 로마 규정 제75조 제5항.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결정을 제109조의 규정이 이 조

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행한다.” 로마규정 제109조 “제1항 당사국은 선의의 제3자의 권

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재판소가 제7부에 따라 명령한 

벌금 또는 몰수 명령을 집행한다. 제2항 당사국이 몰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당

사국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가 몰수를 명한 수익·재산 또는 

자산의 가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항 당사국이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한 

결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부동산의 매매 수익 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 재산의 매매 수

익은 재판소로 이전된다.” 

197 로마 규정 제79조 제2항 “재판소는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신탁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98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PrepCom 초안을 살펴보면 재판소에 의해 징수된 벌금과 자

산은 신탁 기금, 피해자의 국적국 혹은 사무국장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

나 신탁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로마 회의를 거치면서 삭제되었다.   

199 제115조에 의하면 재판소와 당사국 총회의 운영 비용은 당사국이 납부한 분담금과 

UN안보리가 사건을 회부한 경우에는 UN으로부터의 기금을 통해 충당된다. 또한, 제

116조에 따라 정부, 국제기구, 개인, 기업 및 기타 단체들로부터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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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보아 재판부는 이를 재판소의 예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TFV에 전달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200 

 

현재의 규정과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소가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해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은 바로 개별 

피해자에게 전달되든지, 아니면 TFV로 기탁하여 추후 TFV로 하여금 

개별 배상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Rule 98 제2항 후단에서 배상 목적으로 신탁 기금에 기탁된 벌금과 

몰수된 재산 및 자산 등은 오직 피해 배상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확인된다.201  

 

만약, 재판소가 피해자의 수, 배상의 형태와 범위 등이 집단 

배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은 TFV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202  이 때에 재판소는 벌금과 몰수를 

통해 징수한 현금과 기타 재산을 바로 TFV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판소는 이해 관계국과 TFV와의 상의에 따라, 

배상이 신탁 기금의 승인을 받은 정부 간 기구, 국제 혹은 국내 

                                                                                                             

아 사용할 수 있다. 

200  Ingadotti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Recommendations on Policy and 

Practice : Financing, Victims, Judges, and Immunities, 121. 

201 Rule 98 제2항 “[…] The award for reparations thus deposited in the Trust Fund shall 

be separated from other resources of the Trust Fund and shall be forwarded to each 

victim as soon as possible..” 

202  Rule 98 제3항 “The Court may order that an award for reparations against a 

convicted person be made through the Trust Fund where the number of the victims 

and the scope, forms and modalities of reparations makes a collective award mo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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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게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203  무력 분쟁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많은 인권 국제 기구 및 NGO가 피해 복구를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TFV도 특히 사회복귀를 주된 방법으로 

하는 배상의 실행에 있어서는 이들 기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204    

 

한편, 앞서 살펴본 대로 ICC 피해자의 범주에는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의 가족 등의 간접 피해자와 법인 

피해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TFV의 제한된 재정을 생각할 때 배상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이 때는 

법인보다는 자연인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205   

 

또한, Lubanga Case에서 1심 재판부 Ⅰ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여 제75조 제2항의 ‘신탁 기금을 통한 

배상’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통하여(through)’이라는 단어를 

통상적인 의미인 ‘의하여(by means of)’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파산을 선언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은 

TFV를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벌금과 몰수로 징수되어 

TFV에 기탁된 재원 이외에도 TFV 자체의 재원이 사용될 수 있다는 

                                            
203 Rule 98 제4항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interested States and the Trust Fund, 

the Court may order that an award for reparations be made through the Trust Fund to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 national organization approved by the Trust 

Fund.” 

204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97-

298. 

205 UN 보상 위원회(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에서는 피해 배상액의 

지급에 있어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Ingadotti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Recommendations on Policy and Practice : Financing, Victims, Judges, and Immunitie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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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TFV Reg. 56에서 ‘이사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재원을 신탁 기금의 다른 재원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문구206와 일치한다.207  

  

덧붙여, TFV는 피해 배상을 위한 재원 충당의 기능 이외에도 

배상 실행 및 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재판부는 로마 규정 

제75조 제1항에 따라 피해 배상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배상의 실행까지 관장하는 것은 재판부의 주된 임무로 보기 

힘들다. 개인 행위자의 형사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라는 ICC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ICC의 제한된 인력과 산적한 현안 재판 

업무를 고려한다면 ICC가 피해 배상의 실현까지 담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Lubanga 배상 원칙 결정>에서도 재판부는 

배상의 실행에 관해서는 TFV에 위임하기로 하고, TFV에 대해 금전 

배상의 실행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사무국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청구서도 TFV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208 

 

(2) 일반적 지원 

 

TFV는 “재판소 관할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206 TFV Reg. 56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etermine whether to complement the 

resources collected through awards for reparations with other resources of the Trust 

Fund […].” 

207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para. 270-271. 

208 Ibid., para. 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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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9  따라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TFV의 역할이 피해 배상의 실현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TFV의 지원을 받은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도 ICC 절차에 

참여한 피해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ICC 관할 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은 모두 TFV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Rule 98 제5항에서 말하는 TFV의 ‘다른 재원(other 

resources)’이란 벌금과 몰수, 배상을 위해 징수된 것과는 

구별된다.210 즉, 이 재원은 자발적 공여나 당사국 총회에 의해 배당된 

금액을 뜻하고, ICC는 이에 대해 어떠한 통제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TFV는 ICC와 독립하여 이러한 성격의 재원을 사용하게 되고, 그 

재원의 목적상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피해 배상 이외의 용도로eh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211  

 

그렇다면 TFV는 ICC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ICC 절차와 관련이 있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어느 절차 단계에서부터 TFV가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212  

                                            
209 제79조 제1항 “재판소 관할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당사국 총회의 결정

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210 RPE Rule 98 제5항 “Other resources of the Trust Fund may be used for the benefit 

of victim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TFV Reg. 47 “For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other resources of the Trust Fund” set out in of rule 98, paragraph 5,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refers to resources other than those collected 

from awards for reparations, fines and forfeitures.” 

211  Bitti and G. Rivas, Reparations Provision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18. 

212 Ilaria Bottigliero, "Ensuring Effective Participation and Adequate Redress f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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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TFV의 수혜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는 Rule 

85에서의 피해자의 범위와 일치한다. 213  또한, TFV의 이사회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재활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실행이 

고려된다. 따라서 TFV는 ICC 절차에 상관없이, 또 기소된 자의 유, 

무죄에 상관없이 ICC 관할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활과 물질적 지원의 제공 등 인도적 차원의 일반적 

지원(general assistance)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재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214 

 

TFV는 2008년 4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일반적 

피해자 지원 활동에 관한 34개의 프로젝트 안을 ICC 전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현재 그 중 3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피해자 상담 

그리고 직업 교육 등을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약 42,300 여명의 

직접 피해자가 TFV로부터 일반적 지원을 받았고, 182,000 여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효과 감소를 위한 간접 도움을 

                                                                                                             

Challenges Ahead for the ICC," in The Legal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Igor Blishchenko, ed. José Doria, Hans-Peter 

Gasser, and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ries (Leiden ;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918. 

213 TFV Reg. 42. “The resources of the Trust Fund shall be for the benefit of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s defined in rule 85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and, where natural persons are concerned, their families.” 

214 TFV Reg. 50(a)(ⅰ)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the Trust Fund shall be 

considered to be seized when: (a) (i) the Board of Directors considers it necessary to 

provide physical 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r material support for the benefit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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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사용된 1인당 예산은 5€ 미만으로 추정된다.215 

 

Ⅷ. 평가 

 

정리하자면 ICC에서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이들의 신청에 의해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는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피해 배상 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재판부는 개별 배상 혹은 집단 

배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 등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속성 상 야기되는 집단적 피해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집단 배상의 방법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CC 피해자 배상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TFV이다. 

TFV는 제75조 상의 피해자 배상과 함께 이전의 국제 형사 법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ICC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크게 재판소가 유죄 

판결 받은 자에 대해 명령한 배상 명령의 실행과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활 등을 돕는 일반적 지원 등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TFV는 실제 역할에 있어서는 재판소와는 

독립하여 오히려 인권 관련 NGO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216 

 

Lubanga는 1심 재판부의 배상 원칙 결정에 대해 상소를 

                                            
215 Evans, The Right to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106-107.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projects 참조. (마지막 방문 2013-

12-16) 

216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909.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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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217 상소심은 1심 재판부의 해당 결정은 상소가 가능한 배상 

명령이 아닌, 제7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218 따라서 아직까지 재판부가 개인 행위자에게 직접 배상 

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고, TFV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ICC 

관할 범죄 피해자들에게 일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TFV는 ICC 체제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로, 전쟁 범죄 등으로 황폐해진 사회의 재건과 피해자의 

재활을 위해 TFV의 역할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TFV는 

재판소의 업무 부담 감경에도 도움을 주어 재판소가 범죄 행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TFV는 국제 형사 절차에서 재판소가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TFV의 성공은 일반 대중의 ICC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219 

 

현재 TFV는 1) 각 국의 정부, 국제 기구, 개인, 법인 등의 

자발적 공여자 2) 재판소가 제79조 제2항에 따라 벌금과 몰수를 통해 

                                            
217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Acte d’appel de la Défense de M. 

Thomas  Thomas Lubanga à l’encontre de la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 

rendue par la Chambre de première instance I le 7 août 2012, 6 September 2012, ICC 

AC, ICC-01/04-01/06-2917. 

218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the defence request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29 August 2012, ICC TC I, ICC-01/04-01/06-2911, para. 20.  

219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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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 3) RPE Rule 98에 따라 배상을 위한 

용도로 징수된 재원 4) 기타 당사국 총회가 배당하는 재원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한다(TFV Reg. 21). TFV는 현재까지 개별 국가로부터의 

자발적 공여와 개인, 기구 기부자로부터의 모금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TFV의 설립 이후 2013년 4월까지 TFV의 총 

수입액은 € 12.8 million (한화 약 185억원)이고, 현재 잔고는 약 € 

5.4 million (한화 약 78억원)이다. 여기서 제시된 예산은 TFV에서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및 TFV의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220  적절한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배상 실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ICC와 TFV가 UN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UN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의존할 수는 없고, 예산의 

대부분을 자발적 공여에 의해 충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TFV가 좀 

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최근 들어 국제 사회는 점점 더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당사국들은 TFV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TFV는 약 € 6.5 million (한화 약 94억원)에 해당하는 

자발적 공여금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221   

 

결국, TFV와 ICC 배상 제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TFV가 

                                            
220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financial-info  (마지막 방문 2013. 10. 12.) 

221 특히, 스웨덴 대표는 “피해자의 권리는 로마 규정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피해자들의 

사회복귀와 배상에 관한 기대는 재판소의 사건 수에 따라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다. 그

러므로 TFV의 재원은 반드시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3년간 약 € 4 million (한

화 약 5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news/tfv-receives-unprecedented-support-12th-

assembly-states-parties-0> 참조. (마지막 방문 2013. 12. 26.)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financial-info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news/tfv-receives-unprecedented-support-12th-assembly-states-parties-0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news/tfv-receives-unprecedented-support-12th-assembly-states-parti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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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ICC 배상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과 자산을 확인, 추적, 몰수하는 조치를 실행하여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TFV를 통한 광범위한 기금 마련 

조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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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피해자 배상을 위한 당사국 협력 

 

 

Ⅰ. 들어가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ICC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재판소의 배상 명령을 이행할 것은 선뜻 예상하기 어렵다. 

Schabas도 임시 형사 재판소의 형사 절차에서도 많은 수의 

피고인들이 파산을 선언했듯이, ICC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몰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222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 및 

자산보다는 TFV의 재원에 의해서 피해자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ICC 피해자 배상 체제의 성공은 TFV의 

역할과 충분한 예산 마련에 상당 부분 달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CC 당사국 및 관련 비당사국의 협력 

확보가 ICC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보통 당사국의 협력 문제는 주로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 피의자 체포 및 인도 등 형사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일어난다. 하지만 당사국의 협력은 ICC 피해 배상 체제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유죄 판결 받은 자의 벌금 혹은 재산이나 

자산의 징수와 그 이전의 임시 조치의 실행을 위해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TFV의 배상 명령의 실제 

집행을 위해서도 관련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비록 재판소가 

                                            
222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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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원칙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에 필요한 여러 조치 및 배상 

명령의 실행은 재판소가 아닌 관련 당사국 및 비당사국이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국제 형사 절차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력이 ICC 배상 체제에서 

갖는 함의를 먼저 살펴 보고, 현재 규정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UN 안보리의 역할 확대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필요 조치의 실행   

 

1. 임시 조치의 실행 

 

관할 범죄의 수사와 기소라는 ICC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판부는 당사국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국은 

국제적 협력과 사법 공조에 관한 로마 규정 제9부 하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소로부터의 협력 요청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에는 

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자의 체포 및 인도 223  및 제93조 

제1항에서의 여러 조치들이 포함된다.  

 

ICC가 당사국 혹은 비당사국에 요청하는 조치들 중에서는 특히, 

제93조 제1항 (k)호 상의 몰수를 위한 수익, 재산 및 자산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하는 조치가 ICC 배상 체제와 관련이 있다.224 

                                            
223 로마 규정 제89조. 

224 제93조 제1항 “당사국은 이 부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다음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재판소의 요청을 이행한다: (k) 선의의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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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후의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혹은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기소된 자의 재산이나 

자산을 임시로 동결하거나 압수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제때에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이나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수되지 

않을 경우 그가 이를 은닉하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25 

 

당초 ICC 설립 과정에서 몇몇 대표단들은 기소된 자의 

재산이나 자산에 대해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1998년 PrepCom 초안 제73조 

제3항에는 현재의 로마 규정 제75조 제4항과는 달리 재판소가 이러한 

임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유죄 판결 후’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226  몇몇 대표단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임시 

조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재산에 

대해 임시 조치가 행하여 질 경우 기소된 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이나 압수 등의 임시 조치는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궁극적으로 몰수를 위한 수익·재산·자산 및 범행도구의 확인, 추

적 및 동결 또는 압수.” 

225 Donat-Cattin, "Article 75 Reparation to victims," 1408. 예를 들어 Lubanga의 경우 

2006. 2. 10.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해 3. 16. 헤이그로 이송된 뒤, 전심 재판을 거

쳐 2012. 3. 14.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각 Case 별 간략한 설명과 진행 

사항은 ICC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icc-

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Pages/situations%20and%20Cases.aspx

> 

226  1998년 PrepCom 초안 제73조 제3항 “In exercising its power under the present 

article, the Court may determine whether, in order to give effect to any order it may 

make, it is necessary to request prot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90, paragraph 1,” UN 

Doc. A/CONF.183/2/Add.1.  

http://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Pages/situations%20and%20cases.aspx
http://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Pages/situations%20and%20cases.aspx
http://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Pages/situations%20and%20cas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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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나중에, 즉 유죄 판결이 있은 후에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7  따라서 현재의 로마 규정 제75조 제4항은 유죄 판결 

후에야 재판소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75조 제4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즉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몰수 목적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마 규정 

제57조 제3항 (e)호에 따르면 전심 재판부가 체포 영장이나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증거 가치와 당사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협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 (k)호의 몰수 목적의 임시 

조치(protective measures) 228를 취할 수 있다. 이는 Rule 99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난다. 전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는 스스로의 

직권으로 혹은 소추관이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및 피해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 조치가 필요한 지 결정할 수 있다. 229  따라서 

실제로는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최소한 체포 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유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중 어느 

단계에서라도 수익, 재산, 자산 등의 몰수를 위한 임시 조치가 

                                            
227 Donat-Cattin, "Article 75 Reparation to victims," 1408-1409. Donat-Cattin은 해당 저

서의 각주에서 1994년 ILC 초안을 인용하였다고 밝혔지만, 본 내용은 1998년 PrepCom 

초안에서 나타난다. 

228  제57조 제3항 (e)호에서의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는 제43조 제6항 및 RPE 

Rule 87 등에서의 피해자, 증인 혹은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

해 그 의미상 ‘임시 조치’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29 Rule 99 제1항 “The Pre-Trial Chamber, pursuant to article 57, paragraph 3 (e), or 

the Trial Chamber, pursuant to article 75, paragraph 4, may, on its own mo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secutor or at the request of the victim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who have made a request for reparations or who have given a written 

undertaking to do so, determine whether measures should be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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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Lubanga Case에서도 확인되었다. ICC 전심 재판부 

제Ⅰ부는 Lubanga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체포 영장이 

개봉된 이후에는 사무국으로 하여금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 없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Lubanga에게 속한 재산과 자산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협조 요청을 송부할 것을 

결정하였고, 재판부가 제57조 제3항 (e)호에 의해 직권으로(proprio 

motu) 임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소추관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수사 

단계에서 고려한다면 배상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이며 소추관이 임시 조치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기를 촉구하였다.230   

 

이어 ICC 전심 재판부 제Ⅰ부는 Lubanga가 체포되어 

헤이그로 이송된 직후 체포 영장을 개봉하였고, 콩고민주공화국에 임시 

조치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 재판부는 “만약 Lubanga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 규정 제75조에 의해 배상을 

받게 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Lubanga의 재산과 자산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230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the Prosecutor ’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rticle 58, 10 February 2006, ICC PTC I, ICC-01/04-

01/06-02, para. 139-141. 해당 결정은 2006월 2월 10일 Lubanga의 체포 영장과 함께 

봉인(under seal)된 상태로 발부되었으나 2006월3월 17일 체포 영장이 개봉됨으로써 재

판부의 결정(ICC-01/04-01/06-37)에 의해 공개 문서(public document)로 재 분류되었다. 

Decision concerning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f 10 February 2006 and the 

Incorporation of Documents into the Record of the Case against Mr Thomas Lubanga 

Dyilo, 24 February 2006, ICC PTC Ⅰ, ICC-01/04-01/06-8-Corr.에서 Annex Ⅰ 형태로 확

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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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당사국에게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 Lubanga의 

재산과 자산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31  또한, ICC 전심 재판부 제Ⅲ부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Bemba Case에서 2008년 5월 23일 Bemba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포르투갈에 Bemba의 재산 및 자산을 

동결 또는 압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232 이에 따라 포르투갈 

당국은 Bemba 소유의 빌라와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을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233 

 

한편, 이러한 임시 조치로 인해 기소된 자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는 요청된 임시 조치의 직접 대상이 된 자 및 그의 이해 관계인 

혹은 이해 관계국에게 재판부의 임시 조치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231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Request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identification, tracing, freezing 

and seizure of property and assets belonging to Mr. Thomas Lubanga Dyilo, 9 March 

2006, ICC PTC I, ICC-01/04-01/06-22. 이러한 전심 재판부의 요청은 Sylvia Steiner가 전

심 재판부의 단독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Request to State Parties to the Rome Statute for 

the Identification, Tracing and Freezing or Seizure of the Property and Assets of Mr 

Thomas Lubanga Dyilo, 31 March 2006, ICC PTC I, ICC-01/04-01/06-62-tEN. 

232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Décision et demande en vue 

d'obtenir l'identification, la localisation, le gel et la saisie des biens et avoirs adressées a 

la République Portugaise, 27 May 2008, ICC PTC Ⅲ, ICC-01/05-01/08-8-US-Exp. 해당 문

서는 2008년 11월 14일 재판부 결정 ICC-01/05-01/08-249에 따라 공개 문서(ICC-

01/05-01/08-8)로 재 분류 되었다. 

233  Association of Certified Financial Crime Specialists, “Portugal Seizes Bembas 

Property at ICC Request,” 1 October 2008. <http://www.acfcs.org/portugal-seizes-

bembas-property-at-icc-request/> (최근 방문 2014-01-14). 

http://www.acfcs.org/portugal-seizes-bembas-property-at-icc-request/
http://www.acfcs.org/portugal-seizes-bembas-property-at-icc-request/


 

 - 96 - 

기회를 제공한다.234 

 

2. 벌금 및 몰수 조치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이전에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죄 판결 이후 벌금과 몰수의 집행을 위한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벌금과 몰수 명령을 내린다면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 없이 이 명령을 집행한다. 만약, 

당사국이 몰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몰수를 명한 

수익, 재산 또는 자산의 가액을 회수하기 위한 여타의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이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한 결과 취득한 재산 또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매매 수익은 재판소로 이전된다.235 

 

 당사국은 제75조에 따른 결정을 제109조 상의 벌금 및 몰수 

절차에 준용하여 이행하게 된다.236 즉, 재판부가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 받은 자로부터 벌금이나 재산 및 자산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사국은 이를 형벌의 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 및 몰수 조치를 통해 얻은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이나 자산은 그 자체로 형벌로써 재판소에 귀속될 수도 있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 형벌로써 징수된 벌금 및 몰수된 자산이라 할지라도 ICC 

                                            
234 Rule 99 제3항 “If an order is made without prior notification, the relevant Chamber 

shall request the Registrar, as soon as is consistent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requested, to notify those against whom a request is made and, to the extent 

possible, to any interested persons or any interested States and invite them to make 

observations as to whether the order should be revoked or otherwise modified.” 

235 로마 규정 제109조. 

236 로마 규정 제7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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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단(Presidency)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배상을 위한 용도로 

우선하여 사용된다.237  

 

 3. 기타 조치 및 배상 명령의 실행 

 

기소된 자의 재산과 자산의 확인, 추적, 동결 및 압수하는 임시 

조치와 벌금 및 몰수 조치 이외에도 로마 규정 제93조 제1항에 명시된 

다른 몇몇 협력 조치들이 피해 배상에 있어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임시 조치를 실행하기 이전에 기소된 자가 범죄로 

인한 수익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소나 물건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238  또한, 만약 재판소가 배상을 

실시하고자 할 때 피해자의 수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당사국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239 특히, ICC 관할 

범죄와 같이 광범위한 무력 분쟁은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관련 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240 

 

다음으로 재판소는 당사국에 공적 기록 혹은 공문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241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기록, 약탈당하거나 파괴된 재산의 목록, 실종자 명단, 

                                            
237 Rule 221 제2항 “In all cases, when the Presidency decides on the disposition or 

allocation of property or assets belonging to the sentenced person, it shall give priority 

to the enforcement of measures concerning reparations to victims.” 

238 로마 규정 제93조 제1항 (h)호 수색 및 압수의 집행. 

239 로마 규정 제93조 제1항 (a)호 사람의 신원과 소재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240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06. 

241 로마 규정 제93조 제1항 (i)호 공적 기록 및 공문서를 포함한 기록과 서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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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행위의 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재판소가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제93조 제1항 

(g)호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 242  이는 민간인들이 살해 되어 매장 

당한 경우 시신을 발굴하여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은 배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43 

 

 한편, 당사국의 협력은 배상 명령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개별 배상 혹은 집단 배상의 측면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현하고자 할 때 혹은 이 밖에도 무너진 

건물의 보수 혹은 병원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때도 당사국 내부 

관련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국내적 이행 

 

재판소 소장단은 벌금, 몰수 혹은 배상 명령의 실행을 위해 

로마 규정 제9부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은 자 혹은 피해자의 재산 및 

자산과 연관된 국가와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그 국가에게 제75조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제3자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음을 

알려야 한다. 244  또한, 그 통지를 통해 배상 명령 대상자의 신원, 

                                            
242 로마 규정 제93조 제1항 (g)호 매장 장소의 발굴과 조사를 포함하여 장소나 현장의 

조사. 

243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06-

307. 

244  Rule 217 “For the enforcement of fines, forfeiture or reparation orders, the 

Presidency shall, as appropriate, seek cooperation and measures for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Part 9, as well as transmit copies of relevant orders to any State with 

which the sentenced person appears to have direct connection by reason of either 

nationality, domicile or habitual residence or by virtue of the location of the sent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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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와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45 

또한, 소장단으로부터 배상 명령의 실행을 요청 받은 국내 당국은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그 배상에 포함된 원칙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246  다만, 당사국은 재판소의 요청이 자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서의 제출 또는 증거의 공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요청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247 

 

그러나 로마 규정은 당사국이 국내 입법의 부재를 이유로 

재판소의 협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은 로마 규정 

제9부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이용 가능한 절차가 국내법에 

                                                                                                             

person’s assets and property or with which the victim has such connection. The 

Presidency shall, as appropriate, inform the State of any third-party claims or of the fact 

that no claim was presented by a person who received notification of any proceedings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75.” 

245 Rule 218 제3항 “In order to enable States to give effect to an order for reparations, 

the order shall specify:  (a) The identity of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has 

been issued; (b) In respect of reparations of a financial nature, the identity of the 

victims to whom individual reparations have been granted, and, where the award for 

reparations shall be deposited with the Trust Fund, the particulars of the Trust Fund for 

the deposit of the award; and (c) The scope and nature of the reparations ordered by 

the Court,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property and assets for which restitution has 

been ordered.” 

246 Rule 219 ” The Presidency shall, […], inform them that, in giving effect to an order 

for reparations, the national authorities shall not modify the reparations specified by 

the Court, the scope or the extent of any damage, loss or injury determined by the 

Court or the principles stated in the order, and shall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such 

order.” 

247 로마 규정 제93조 제4항 “당사국은 요청이 당사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서의 제

출 또는 증거의 공개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제72조에 따라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

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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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제88조)을 마련해 두었다.248 이에 따라 

ICC 당사국들은 로마 규정 제88조에 따라 국내법을 ICC의 협력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입법하든지, 개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은 국제 조약을 국내법으로 변형시키는 절차를 거치거나(이원론) 

혹은 국제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여 국제 조약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도 한다(일원론). 249  오늘날 대부분의 로마 규정 당사국은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ICC의 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ICC 관할 범죄의 국내 기소를 위해 

국내법으로 이를 명확히 제정할 필요가 있고, 로마 규정 제88조가 

부과하고 있는 제9부상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뒷받침 할 국내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250  

 

로마 규정의 국내 이행 입법은 크게 기존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방법(일본, 핀란드, 호주 등), 유사한 기존 법률과 통합, 전면 개정하는 

방법, 단일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251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는 특별법을 

                                            
248 로마 규정 제88조는 당사국이 국내법의 미비를 이유로 재판소의 협력 요청을 거절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갖는다. 이와 비슷한 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

조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

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Goran Sluiter et al.,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and Rules(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99. 

249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4판 (서울: 박영사, 2013), 83-85. 

250  송영진, "로마규정의 국내적 수용과 이행입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8-19. 

251 Ibi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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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국내 법률을 예로 든다면, 로마 규정 제9부 상의 

협력 문제에 대해 이행법률 제20조에서 재판소의 협력, 공조 요청에 

대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하되, 로마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252  우리나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제5조 1호에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공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소된 자의 재산 및 

자산 등을 추적, 동결하는 임시 조치 혹은 유죄 판결 이후의 벌금과 

몰수 조치 등에 관한 ICC의 협력 요청을 받는다면, 우선 이 법에 따라 

처리하되 다른 범위의 공조에 관해서는 로마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253 다만, 콩고민주공화국처럼 국내 이행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재판소의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와 협력 이행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경우도 있다.254 

                                            
25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

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53 우리나라 이행 법률은 ICC 관할 범죄의 구성 요건 등 실체법적인 내용은 상세히 포

함하였으나, 로마 규정 제9부 상의 협력 등 절차법적인 규정은 기존 국내법을 준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은 ICC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이행 법

률로써 따로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영진, "로마규정의 국내적 수용과 이행입

법," 24-53 및 김성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동아법학 제46호(2010): 

401-413 참조. 

254 Accord de cooperation judiciaire entr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et le 

Bureau du Procureur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12 October 2004. ICC-01/04-

01/06-46의 결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ICC-01/04-01/06-39-AnxB9으로 공개됨. 자

세한 내용은 Sluiter et al.,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and Rules,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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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국의 협력 확보 

 

1. 국제 형사 절차에서의 협력 관계 

 

국제 형사 법원에서는 국내 법원과는 달리 집행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국가의 국내 당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형사 

절차의 진행을 위한 증거의 수집, 범죄인 체포와 인도 등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관련 당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압수 혹은 수색과 

같이 강제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당사국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 형사 재판은 교착 상태에 

이르거나 그 기능이 정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255 이러한 특성을 두고 

Cassese는 국제 형사 법정을 ‘팔과 다리가 없는 거인’에 

비유하면서, 거인이 걷고 일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팔과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56 

 

따라서 범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현재의 국제 형사 절차는 - 비록 국내법에서처럼 강력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 재판소와 당사국 혹은 기타 기구와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와 같은 수평적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수직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형사 법정과 국가들 사이에서의 협력 

관계는 주권 평등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참조. 

255 Casse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441. 

256  Antonio Cassese, "On the current trends towards criminal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 no. 1 (199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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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 온 전통적인 협력 관계와는 다르다. 257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비되는 수직적 관계라는 용어는 

ICTY Blaškić Case에서부터 정립되었다. ICTY의 상소심은 

“[ICTY의] 규정은 재판소에 폭넓고 다양한 사법적 조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였다. […] 그러므로, 최소한 

재판소의 사법적 권한에 관한 한 수직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258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에서는 협력 요청 내용의 범위와 

정도는 요청 당사자인 재판소가 결정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에서는 상호주의(reciprocity)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가 당사국의 협력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 또한, 협력에 관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자가 아닌 재판소가 분쟁의 해결을 담당한다.259  

 

ICTY와 ICTR에서 국가들의 협력 의무는 기본적으로 관계 

국가들이 UN 회원국이라는 점과, 이들 재판소가 UN 안보리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이들 재판소의 요청이나 명령은 UN 헌장 제25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데서 비롯된다.260 국가들의 협력 의무는 

                                            
257 Goran Sluiter, "Cooperation of States with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n The 

Oxford Compan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 Antonio Cassese(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90-191. 

258 Case of the Prosecutor V. Tihomir Blaškić, Judgment on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Croatia for Review of the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of 18 July 1997, 29 Oct 1997, 

ICTY AC, IT-95-14-A, para. 47.  

<http://www.icty.org/x/cases/Blaškić/acdec/en/71029JT3.html>에서 확인 가능. (마지막 

방문 2013-12-28) 

259 Sluiter et al.,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and Rules, 96-97. 

260 Ibid., 99-100. 

http://www.icty.org/x/cases/blaskic/acdec/en/71029JT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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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261  국가들이 

재판부의 협력 요청이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62 

 

ICC에서도 재판소와 당사국 사이에는 이와 비슷한 수직적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ICC는 당사국들의 논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조약 기반의 국제 재판소이기 때문에 ICC에서의 

당사국 협력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설립된 ICTY 및 ICTR과는 

차이가 있다.  

 

로마 회의 중에는 ICC의 협력 체계를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는 수평적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직적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오갔다. 결국 로마 규정은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평적 요소들도 도입한 형태로 

채택되었다. 이런 점에서 ICC는 당사국들과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약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263  

                                            
261  “[A]ll States shall take any measures necessary under their domestic law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solution and the Statute, including the 

obligation of States to comply with requests for assistance or orders issued by a Trial 

Chamber […]” UN SC Resolution 827 (1993), 25 May 1993, UN Doc. S/RES/827, para. 4; 

UN SC Resolution 955 (1994), 8 November 1994, para. 2.   

262 재판부는 ICTY가 UN 헌장 제7장에 따라 설립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헌장 제2조 제7

항에 따라 ICTY의 조치는 국내 관할권 불간섭의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ihomir Blaškić, Judgment on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Croatia for Review of the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of 18 July 1997, 29 Oct 1997, ICTY 

AC, IT-95-14-A, para. 64. 

263  예를 들어, 1998년 PrepCom 초안에서는 협력에 관한 제90조의 제목이 ‘Other 

forms of cooperation [and judicial and legal [mutual] assistance]’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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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 총회 권한의 한계 

 

ICC는 로마 규정 제86조에 따라 당사국에게 관할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재판소에 최대한 협력할 일반적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서 ICC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력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264 또한, 협력 의무는 비단 당사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당해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수락한 비 당사국도 로마 규정 제9부에 

따라 지체나 예외 없이 재판소와 협력해야 하며,265 이러한 협력 의무는 

                                                                                                             

McCarthy는 이 조항이 로마 규정 제93조에서 ‘Other forms of cooperation’으로 확정된 

것은 당사국 주권 존중과 재판소의 권한 증대 사이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 

긴장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해석하였다.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01-302. 또한, ICC는 ICTY 및 ICTR과 마찬

가지로 당사국의 재판소로의 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수직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는 점, 의무(obligation)가 아닌 협력에 대한 요청(requests for co-operation)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 점, 피요청국은 국가 안보와 관계된 경우 협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수평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laus Kreb, Kimberly Prost, 

and Peter Wilkitzki, "Part 9.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atance," in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Observers' 

Notes, Article by Article, ed. Otto Triffterer(München : Oxford : Baden-Baden: C. H. 

Beck ; Hart ; Nomos, 2008), 1507-1509 및 Rod Rastan, "Testing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ational Authoritie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no. 02 (2008): 432-434 참조. 

264 Sluiter et al.,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and Rules, 99. 

265 로마 규정 제12조 제3항 “[…]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수락이 요구되는 경

우, 그 국가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의하여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

권 행사를 수락할 수 있다. 그 수락국은 제9부에 따라 어떠한 지체나 예외도 없이 재판

소와 협력한다.” 당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수락한 비당사국에게는 로마 규정 제9부의 

규정들과 당사국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Rule 44 제2항 “[T]he State concerned that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12, paragraph 3, has as a consequence the acceptance of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crimes referred to in article 5 of relevanc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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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 특별 약정(ad hoc arrangement)을 체결한 비 당사국도 

마찬가지다. 266  따라서 관할권을 수락한 비당사국을 포함하여 특별 

약정을 맺은 비 당사국과 ICC 당사국은 로마 규정 제9부에 따라 

재판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는 기소된 자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수익과 재산 및 자산의 확인, 추적 및 동결과 압수, 

벌금 및 몰수와 함께 배상 명령의 실행도 포함된다.  

 

로마 규정에 따르면 ICC 당사국 혹은 비 당사국의 협력 불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해결책은 당사국 총회 혹은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다. 즉, 당사국이 로마 규정이 정한 바에 반하여 

재판소의 협력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소가 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UN 안보리가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라면 UN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267 재판소와 특별 약정을 체결한 비당사국이 

재판소의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268 다만, 당사국의 협력 불응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러한 취지의 

                                                                                                             

situation and the provisions of Part 9, and any rules there under concerning States 

Parties, shall apply.” 

266 로마 규정 제87조 제5항 (a)호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그 국

가와의 특별 약정, 협정 또는 기타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 부에 따른 조력을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67 제87조 제7항 “당사국이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반하여 재판소의 협력 요청을 이행하

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재판소가 이 규정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

우, 재판소는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안

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

다.” 

268  제87조 제5항 (b)호 “재판소와 특별약정 또는 협정을 체결한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그러한 약정 또는 협정에 따른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이를 

당사국 총회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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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finding)을 하고 이를 회부할 수 있으나, 비당사국의 협력 불응의 

경우는 재판소는 이를 통지(inform)한다. 269  그러나 실제로는 UN 

안보리가 회부한 경우라도 협력 불응 결정의 회부나 통지는 당사국 

총회에도 전달될 수도 있다.270   

 

당사국 총회는 제87조제5항과 제7항에 따라 협력 불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로마 규정 또는 RPE와 부합하는 모든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271 그러나 로마 규정은 이에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협력 불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국 총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절차를 거치는지 불분명하다. 학자들은 당사국 

총회가 협력 불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책임의 법리에 입각하여 

당사국에 대해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사용하거나, 즉각적인 

협력의 요구와 불이행에 대한 비난, 혹은 경제 제재와 같은 집단적 

대응조치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272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다.” 

269  제7항에서의 결정(finding)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통지(in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몇몇 대표단이 비당사국에게는 좀 더 약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기 때문이다. Kreb, Prost, and Wilkitzki, "Part 9.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atance," 1525. 

270 예를 들어, UN 안보리가 회부한 수단의 Omar Hassan Ahmad Al Bashir Case에서 

전심재판부 Ⅱ부는 ICC 당사국인 차드 공화국(Republic of Chad)의 협력 불이행에 관한 

결정을 당사국 총회와 UN 안보리 모두에게 전달했다. Case of The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Decision on the Non-compliance of the Republic of Chad with 

the Cooperation Requests Issued by the Court Regarding the Arrest and Surrender of 

Omar Hassan Ahmad Al-Bashir, ICC PTC Ⅱ, 26 March 2013, ICC-02/05-01/09-151, 11.  

271 로마 규정 제112조 제2항 (f)호 및 (g)호.  

272 Kreb, Prost, and Wilkitzki, "Part 9.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atance," 

1507-1508. (Sluiter et al.,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and Rules, 1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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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협력 불응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대처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상기시키거나 장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73  당사국 총회는 이후 2011년 결의를 통해 “비 협력에 

대처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정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밝히며, “예외적으로 재판소가 비 협력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지는 않았지만 체포와 인도 요청에 관한 명확하고 중대한 

불이행의 문제가 있다고 할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는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274 

 

또한, 당사국 총회는 재판소 요청의 불이행이 재판소의 권한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지하며 2011년 12월 21일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로써 ‘비 협력에 관한 총회 절차’를 

채택하였다. 275  해당 절차에서의 기본적인 과정에 의하면, 재판소가 

협력 불응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의장단(Bureau)이 소집되어 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또한, 의장단을 대표하여 당사국 총회의 

의장(President)이 협력 불응에 관한 서신과 그에 대한 응답을 비 

협력국과 주고 받는다. 이후 협력 불응의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의 현재 혹은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논의하는 절차를 취한다.276  

                                            
273  Cooperation, 26 November 2009, ICC Doc. ICC-ASP/8/Res.2 및 Declaration on 

cooperation, 8 June 2010, ICC Doc. RC/Decl.2 등. 

274  “Assembly procedures relating to non-cooperation.” Annex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21 December 2011, 

ICC-ASP/10/Res.5, para. 6-7.   

275  Assembly procedures relating to non-cooperation, Annex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21 December 2011, ICC 

Doc. ICC-ASP/10/Res.5.  

276 Assembly procedures relating to non-cooperation,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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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총회는 수단의 Omar Al Bashir의 체포 및 인도에 대한 

당사국의 협력 불응에 대하여 위 절차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ICC 

전심 재판부 Ⅰ부는 2011년 11월 ICC 당사국인 말라위와 차드의 

협력 요청 불응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277  재판부의 결정이 있은 후 

총회 절차에 따라 당사국 총회 의장은 말라위와 차드의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로마 규정 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말라위는 로마 규정 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답을 당사국 

총회에 보내었다. 그러나 차드는 주권 면제에 관한 일반 국제법과 

Omar Al Bashir의 체포와 인도 요구에 불응한다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결정을 언급하며 ICC 협력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78  

 

당사국 총회는 이전에 비해 ‘비 협력에 관한 총회 절차’에 

따라 협력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결국 기존의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ICC는 협력 요청에 재차 

불응하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당사국 총회를 통하여 정치적인 압력을 

                                            
277 Case of The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87(7) of the Rome Statute on the Failure by the Republic of Malawi to Comply 

with the Cooperation Requests Issued by the Court with Respect to the Arrest and 

Surrender of Omar Hassan Ahmad Al Bashir”, 12 December 2011, ICC Doc. ICC-02/05-

01/09-139 및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87(7) of the Rome Statute on the refusal of 

the Republic of Chad to comply with the cooperation requests issued by the Court with 

respect to the arrest and surrender of Omar Hassan Ahmad Al Bashir, 13 December 

2011, ICC Doc. ICC-02/05-01/09-140. 

278  Report of the Bureau on non-cooperation, 1 November 2012, ICC Doc. ICC-

ASP/11/29, para.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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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협력을 강제하거나 협력 불응 

국가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로마 규정의 

당사국들이 ICC에 협력 강제 수단을 수여하는 것에 반대한 결과 

ICC가 국내 당국들과 ‘약한’ 수직적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UN 안보리 결의를 통한 협력 강제  

 

(1) UN 안보리 결의의 의의   

 

ICC 체제에서 협력 불응 문제 발생 시 당사국 총회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당사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이외에는 ICC에 달리 협력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CC의 협력 요청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협력 불이행 국가는 ICC에 

의해서는 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279 ICC의 협력 요청 이행 

여부는 그 국가의 자발적 의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ICC 

로마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UN 안보리 결의를 이용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비록 ICC는 ICTY 및 ICTR와는 달리 UN과는 독립된 별개의 

기구이지만 ICC와 UN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마 규정의 성안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을 

제외한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ICC에 대해 UN 안보리가 강한 

                                            
279 로마 규정 상 일반적 협력 의무 위반에 따른 당사국의 로마 규정 탈퇴 문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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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판소의 관할권을 보다 

신중하게 제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은 

로마 회의 당시 ICC에서 UN 안보리가 강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28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사국 총회의 제한된 역할과 

권한 때문에 ICC 협력 요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로써는 UN 

안보리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  

 

UN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281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UN 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82  당사국 혹은 비 

당사국의 협력 불응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결의를 통한 제재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UN 안보리 결의는 

현재 당사국 총회에 의한 해결에 비교하였을 때 여러 이점을 지닌다.  

 

첫 번째로, UN 안보리 제재 조치의 장점은 국제 공동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UN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283 따라서 

                                            
280 Kirsch and Holmes, "The Rome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Negotiating Process," 3;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현황-로마회의 이후를 중심으

로," 人道法論叢 제21호(2001): 51. 

281 UN 헌장 제24조 제1항 “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s Members confer on the Security Council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gree that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responsibility the Security Council acts on their behalf.” 

282 UN 헌장 제39조 “The Security Council sha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wha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1 and 42,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83 UN 헌장 제25조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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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규정 제87조 제5항 및 제7항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국가, 즉 

ICC와 특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ICC 비 당사국도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ICC와의 협력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ICC에 기소된 자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해서 임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재산 및 자산이 ICC 비당사국에 소재한 경우라 할지라도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그 비당사국의 임시 조치 실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UN 안보리의 결의가 협력 불응에 대해서 의의를 갖는 

것은 UN 헌장 제103조에 따라 국가들은 다른 국제 협정 상의 

의무보다 UN 헌장 상 의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84  따라서 국가들은 다른 국제 협정 상의 의무를 들어 

ICC로부터의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UN 안보리는 자신이 사건을 ICC에 회부한 경우가 

아니라도 UN 헌장 제7장에 따라 어떤 사안이라도 개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UN 안보리는 그 동안 인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경우에서 

결의를 취해 왔는데, UN 안보리가 ICC 관련국의 협력 불응이 평화에 

대한 위협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기에 법적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285 

따라서 재판소가 협력 불응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통지하기 

전이라도, UN 안보리가 먼저 협력 이행을 위한 결의를 취하는 것이 

                                            
284  UN 헌장 제103조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285 Danesh Sarooshi,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32(2001):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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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실제로도, UN 안보리는 자신이 사태를 회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ICC에 기소된 자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해 결의를 택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 사태의 경우는 ICC 당사국인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벌어진 사태를 ICC에 회부한 

경우였다. 해당 사태에서 Lubanga의 재산과 자산은 UN 안보리 결의 

1596호의 대상이 되었고, UN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그의 재산 및 

자산의 동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286  이러한 UN 안보리의 결정은 ICC 

재판부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287  이처럼 안보리가 ICC에 사건을 

회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ICC에 기소된 자가 UN 안보리 결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ICC 당사국뿐만 아니라 UN 회원국 전체에게 그의 

재산 및 자산의 압수, 몰수 조치를 위한 협력 의무가 부과된다.288 

 

(2) 로마 규정의 개정 

 

                                            
286 결의 1596호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관한 UN 안보리 위원회(1533 

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의 자산과 기금 등에 대해 동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UN SC 

Resolution 1596 (2005), 18 April 2005, UN Doc. S/RES/1596. Lubanga는 콩고민주공화국

에 관한 UN 안보리 위원회가 지정한 개인들 중 하나였다. 명단은 

<http://www.un.org/News/Press/docs/2005/sc8546.doc.htm> 참조. (마지막 방문 2014-

1-15) 

287 재판부는 UN 안보리 결의 1596호를 언급하며,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Lubanga의 재산과 자산을 확인, 

추적, 동결 및 압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Request to State Parties to the Rome Statute for the 

Identification, Tracing and Freezing or Seizure of the Property and Assets of Mr Thomas 

Lubanga Dyilo, 31 March 2006, ICC PTC I, ICC-01/04-01/06-62-tEN, 3-4. 

288 McCarthy,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07. 

http://www.un.org/News/Press/docs/2005/sc8546.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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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CTY는 협력 불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ICC와는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UN 회원국들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침해를 행한 혐의를 가진 자의 수사와 기소를 위해 ICTY와 협력해야 

한다. 그 협력의 범위는 사람의 신원과 소재, 증거의 수집 및 제출, 

서류의 송달, 체포나 구금, 기소된 자의 인도나 이송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289 

 

 ICTY도 ICC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한 권한은 

오직 UN 헌장 제7장에 따른 UN 안보리만이 갖고 있다. 290  대신 

ICTY는 제29조상의 협력 의무에 대한 실패에 대해 법적 확인(judicial 

finding)291을 할 수 있고, 이를 UN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ICTY 규정이나 RPE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ICTY 상소심은 Blaškić Case에서 ICTY는 UN 안보리에 의해 설립된 

                                            
289 ICTY 규정 제29조 및 ICTR 규정 제28조. 제1항 “States shall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ersons accused of 

commit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2항 “States shall 

comply without undue delay with any request for assistance or an order issued by a 

Trial Chamb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identification and location of 

persons; (b) the taking of testimony and the production of evidence; (c) the service of 

documents; (d) the arrest or detention of persons; (e) the surrender or the transfer of 

the accused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290  상소심은 “만약 규정의 작성자들이 제29조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고 의도하였다면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에 나타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ihomir 

Blaškić, Judgment on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Croatia for Review of the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of 18 July 1997, 29 Oct 1997, ICTY AC, IT-95-14-A, para. 25. 

291 ICTY 상소심은 ‘finding’이라는 용어는 협력 불응 국가에 의한 국제 위법 행위의 성

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ase of the Prosecutor V. Tihomir 

Blaškić, Judgment on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Croatia for Review of the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of 18 July 1997, 29 Oct 1997, ICTY AC, IT-95-14-A, par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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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이기 때문에 UN 안보리에 협력 불응 문제를 보고할 권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292  협력 의무 불이행의 경우 ICTY 소장이 

UN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이후 ICTY RPE에 

제7조bis로 삽입되었다. 이에 따라 ICTY 소장이었던 Gabrielle K. 

McDonald는 협력 불응 문제 발생 시 이를 UN 안보리에 

보고하였다.293 

 

ICC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현재 로마 규정에 의하면, 

당사국의 협력 불응이 발생한 경우 ICC는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거나, ICC와 특별 협정을 맺은 비 당사국의 

협력 불응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협력 불응의 결정 대신 그 사실의 

통지만 한다.294 만약, UN 안보리가 사건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UN 

안보리에 회부 혹은 통지할 수 있다.  

 

여기서 ICC가 UN 안보리에 협력 불응 문제를 회부 또는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로마 규정은 UN 안보리가 이를 어떻게 

                                            
292 Case of the Prosecutor V. Tihomir Blaškić, Judgment on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Croatia for Review of the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of 18 July 1997, 29 Oct 1997, 

ICTY AC, IT-95-14-A, para. 33. 

293 Gabrielle McDonald 소장은 자신의 임기 2년 차에 6번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 중 3건이 Rule 7bis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99년 7월 28일 Rule 7bis (b)호에 

따라 ICTY 소추관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ICTY에 의해 기소된 자의 체포 및 인도 요청

을 거부한 협력 의무 위반 행위를 UN 안보리에 통지할 것을 ICTY 소장에게 요청하였

고, ICTY 소장은 이를 8월 25일 UN 안보리에 통지하였다. Seventh Annual Report of 

the ICTY to the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7 August 

2000, UN Doc. A/55/273-S/2000/777, para. 159-160. 자세한 내용은 Gabrielle K. 

McDonald, "Problems, Obstacles and Achievements of the ICTY,"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 no. 2 (2004): 564 참조. 

294 로마 규정 제87조 제5항 (b)호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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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Cassese도 UN 안보리가 – UN 

안보리가 회부한 사태뿐만 아니라 당사국에 의해 회부되거나 소추관에 

의해 개시된 사태에 대해서도 – UN 헌장 제7장에 의한 제재 조치를 

통해 ICC 관련국의 협력 불응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로마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295 

 

따라서 로마 규정의 개정을 통해 당사국 및 비 당사국의 협력 

확보를 위한 UN 안보리의 역할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마 규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서 당사국은 로마 규정의 발효로부터 7년 

후 로마 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에 따라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Kampala)에서 로마 

규정 재검토 회의(Review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결과 

침략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과 관할권 행사 요건이 확정되었다.296  

 

그러나 재검토 회의에서 당사국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을 뿐,297 당사국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마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재검토 회의 참가자들은 ICC와 UN과의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특히, ‘국제 형사 

정의에 대한 검토(Stocktaking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작업 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논의에서 패널 중 한 명인 O’Brien은 

                                            
295 Antonio Cassese,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ome Preliminary 

Reflec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 no. 1 (1999): 166. 

296 자세한 내용은 이진국, "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형사정책연

구 제24권 제1호(2013);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등 참조. 

297 Declaration on cooperation, 8 June 2010, RC/De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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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협력 불응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ICC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2차적 기구에 불과하고, 1차적 기구는 당사국 총회라고 강조하였다.298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사국 총회가 갖는 한계에 비추어 볼 때 

ICC 체제에서 최소한 협력에 관한 문제에서는 UN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미 절차상으로도 로마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로마 규정을 채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의 논의가 있었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된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ICC 내에서 UN 안보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는 많은 당사국들의 반대가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로마 규정의 개정을 통해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UN 안보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기소된 자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그가 그의 재산 및 

자산을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관련국들의 협력 불응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299 

 

현재, 협력 불응 문제의 회부 또는 통지에 관해서 현재 RPE는 

                                            
298 [Draft] Summary of the roundtable discussion, 7 June 2010, RC/ST/CP/1, para. 19-21. 

299 로마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로마 규정 제9부의 제목인 ‘국제적 협력과 사

법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stance)’를 당사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

과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Obligations of States)’와 같은 제목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Alexis Demirdjian, "Armless giants: Cooperation, state responsibility 

and suggestions for the ICC Review Conferen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10, 

no. 2 (2010):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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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규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재판소 Reg. 109 제4항은 재판소 

소장이 그 문제를 당사국 총회 또는 UN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300 재판소 소장이 어떤 방식으로 회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만약, 로마 규정을 개정한다면 관련 RPE의 

개정도 필요할 것인데, 이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PE 

규정의 개정은 당사국, 절대 과반수의 재판관, 혹은 소추관에 의해서 

제안될 수 있고, RPE 개정은 당사국 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301 

 

한편, UN 안보리 역할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ICC 규정이 

개정된다면 ICC와 UN과의 관계 협정의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ICC와 UN과의 관계 협정 마련 작업은 ICC 설립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의 6~8차 세션에서 이루어졌고,302 ICC - 

UN 관계 협정은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303 ICC-UN 관계 

협정은 ICC와 UN 간의 정보 교환, UN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 UN 

통행증 발급, UN 직원의 ICC에서의 증언, UN과 ICC와의 협력 등 

ICC와 UN의 업무 협조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00 Court Reg. 109 제4항 “Where a finding under article 87, paragraph 7, has been 

made, the President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Assembly or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at provision and, as regards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o be concluded under article 2.” 

301 로마 규정 제51조 제2항. 

302  Phillippe Kirsch and Valerie Oosterveld, "The Preap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5, no. 3 (2001): 566, 

575-577. 

303 Negotiated Relationship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22 July 2004, ICC Doc. ICC-ASP/3/Res.1. 이하 ICC-UN 관계 협정으

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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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협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UN이 ICC가 로마 규정 

제87조 제6항304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 혹은 서류 등을 ICC에 제공할 

것에 대해, 그리고 관계 협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판소가 로마 규정 

제87조 제5항 (b)호 및 제7항에 따라 협력 불응의 문제를 UN 

안보리에 통지하거나 회부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ICC 사무국장이 UN 사무총장을 통하여 관련 정보와 함께 

재판소의 결정을 UN 안보리에 전달해야 하며, UN 안보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시 UN 사무총장을 통해 

ICC 사무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305  관계 협정의 개정은 ICC 혹은 

UN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306 

 

(3) 한계  

 

ICC 체제에서 당사국 및 비 당사국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서 협력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UN 안보리가 언제나 효과적으로 협력 불응 문제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304 로마 규정 제87조 제6항 “재판소는 정부간 기구에 정보나 문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그러한 기구와 합의되는 그 기구의 권한과 임무에 따른 기타 형태

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05 ICC-UN 관계 협정 제17조 제3항 “Where a matter has been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Court makes a finding, pursuant to article 87, 

paragraph 5 (b) or paragraph 7, of the Statute, of a failure by a State to cooperate with 

the Court, the Court shall inform the Security Council or refer the matter to it, […]. The 

Security Council,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form the Court through the 

Registrar of action, if any, taken by it under the circumstances.”  

306 ICC-UN 관계 협정 제22조 “The present Agreement may be am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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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CC 협력 불응 사안에 대해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 

조치의 채택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다. UN 안보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UN 안보리 상임 위원회 5개국 중 

3개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ICC 비가입국이다. 따라서 UN 안보리가 

얼마나 당사국 혹은 비당사국의 협력 불응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할지에 대해 의문이다. 또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제재도 채택 가능성이 낮으며,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높은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307 

 

실제로 현재 수단의 Omar Al Bashir의 체포를 위한 ICC의 

협력 요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경우 UN 

안보리가 ICC에 사건을 회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당사국의 협력 불응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UN 안보리에 

회부하였지만 아직까지 UN 안보리는 구체적인 이행 강제 조치를 

택하고 있지 않다.308 

 

이 점은 ICTY에서도 드러났다. 실제로 ICTY에서 협력 불응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장은 UN 안보리에 여러 차례 보고하였으나, UN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307  김선일, "ICC 規程 第9部上의 國際協力制度"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8-49. 

308 UN 안보리 의장은 2012년 1월 20일 ICC 당사국 총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UN 

안보리의 조치는 안보리 내의 역학 관계(dynamic)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UN 안보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Report 

of the Bureau on non-cooperation, 1 November 2012, ICC Doc. ICC-ASP/11/29, para. 3. 

이후에도 Omar Al Bashir는 체포 당하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차드 등의 ICC 당사국을 

왕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Report of the Bureau on non-cooperation, 7 November 

2013, ICC Doc. ICC-ASP/12/3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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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Cassese는 ICTY 재판소장으로 재직 당시 5건의 협력 불응 

행위에 대해 보고했지만, UN 안보리는 이중 오직 1건에 대해서만 

결의를 채택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UN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대신하였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309 

1998년 봄까지만 해도 ICTY가 발부한 205건의 체포 영장 중 6건의 

체포 영장만이 국가에 의해 집행된 상태였다. 310이후 나토군(NATO-

led Stabilisation Force)과 미국의 지원이 있은 후에야 ICTY에 의해 

기소된 자의 체포 및 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311  ICTY는 이를 

통해 재판소가 유례없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312  

 

이러한 점은 국제 형사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 기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예가 될 

수 있다.313  하지만, 이는 UN 안보리가 국가의 협력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며, 실제 국제 형사 절차에서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UN 안보리 보다 강대국의 역할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ICTY와 ICTR과 같은 UN 안보리 산하의 기구이건, 

                                            
309 이 중 4건은 Rule 61에 따른 체포 영장의 집행 실패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1건

은 Rule 59에 따른 체포 명령의 불이행에 관한 것이었다. McDonald, "Problems, 

Obstacles and Achievements of the ICTY," 562-563. 

310 Claudio Grossman et al., "International Support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3, 

no. 6 (1998): 1431. 

311 Ibid., 1430. 

312 Fifth Annual Report of the ICTY to the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10 August 1998, UN Doc. A/53/219-S/1998/737, para. 276. 

313 McDonald, "Problems, Obstacles and Achievements of the ICTY,"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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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와 같은 조약 기반의 국제 형사 재판소이건 간에 이들 재판소가 

협력 이행에 대해 마주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들이 이용 가능한 

제한된 제재 수단은 국제 형사 절차에 내재된 속성으로 보이며, 결국 

국가가 진정으로 협력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 한 국제 형사 절차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314    

 

다만, ICC 배상 제도와 관련이 있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력의 범위는 로마 규정 제93조 제1항 (k)호 상의 임시 조치와 

제109조 상의 벌금 및 몰수 조치에 그친다. 최소한 체포 영장 혹은 

소환장이 발부된 자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해 동결 또는 압류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할 범죄 혐의자의 체포 및 인도 등의 조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UN 안보리가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은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당 조치에 대한 UN 안보리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해 본다.  

 

 

 

 

 

 

 

 

 

 

 

                                            
314 Cryer et al.,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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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 및 침략 범죄 등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는 중대 범죄 행위자의 처벌과 그로 인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조약 기반 상설 국제 

형사 법원이다.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들은 중대한 범죄가 세계의 

평화,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 

범죄 행위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UN 안보리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로마 

규정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태를 ICC에 회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 범죄의 행위자는 범죄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ICC에 

회부되어 처벌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ICC는 또한 그 동안 국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권리에도 주목하였다. ICC는 피해자와 증인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해 신원 및 정보의 비공개, 비디오 진술과 전자 증거의 채택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고,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ICC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ICC는 관할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ICC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의 유죄 판결 이후 피해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배상 

방법을 정하는 원칙을 세운다. ICC에서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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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의 간접 피해자 및 법인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며, 재판소가 

피해 배상에 관한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자신의 의견이나 증거를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  

 

 ICC 재판부는 손해,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이나 집단 혹은 양자 모두를 기반으로 하는 배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ICC 관할 범죄의 특성 상 많은 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인데, 피해 배상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단 배상의 방법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배상의 

형태는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 등이 취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의 성질 상 원상회복과 금전 

배상은 큰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재활, 교육, 심리 

치료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방법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한편, ICC에서 피해 배상은 관할 범죄의 실행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재산 및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신탁 

기금의 재원을 사용하여 피해 배상을 하게 된다. TFV는 피해 배상의 

실행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교육, 재활 훈련 등을 통한 일반적 지원도 

실시한다.  

 

 국제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한 자산을 내놓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TFV는 사실상 ICC의 피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배상의 책임을 가능한 범죄 

행위자에게 지우기 위해서, 또 피해 배상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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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도 가능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 및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ICC 관할 범죄 행위자의 유죄 판결 이전에 몰수 

목적으로 그의 재산 및 자산을 확인, 추적하여 동결시키기 위해 ICC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 형사 절차에서는 자신의 집행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ICC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른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라는 점에서 UN 

안보리 산하 기구인 ICTY 및 ICTR과 비교하였을 때 당사국들과 약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로마 규정 상 ICC 체제에서 협력 불응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ICC가 사용 가능한 조치는 두 가지이다. 우선, 당사국의 협력 

불응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에 관한 결정을 한 뒤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수 있고, 만약 UN 안보리가 사건을 회부한 경우에는 UN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비당사국의 협력 불응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결정 없이 두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이 중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거나 통지하는 방법은 한계를 갖고 

있다. 당사국 총회는 협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들에게 이행 명령을 할 권한이 

없으며, 협력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ICC가 

협력 불응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맡긴다고 해도, 당사국 총회는 오직 

정치적인 압력과 설득에 의해서만 협력을 이행토록 유도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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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UN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UN 안보리는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ICC 당사국 

보다 범위가 넓은 UN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들은 다른 국제 협정 상의 의무보다 UN 헌장 상 의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제 협정 상의 의무를 들어 

ICC로부터의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 셋째로, UN 안보리는 자신이 

사건을 ICC에 회부한 경우가 아니라도 UN 헌장 제7장에 따라 어떤 

사안이라도 개입이 가능하다. 

 

ICC 로마 규정 성안 과정을 살펴보면, 다수의 대표단들은 

ICC에 UN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였고, ICC가 UN으로부터 

가능한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력 불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ICC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보다는 좀 더 UN 안보리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 로마 규정은 

2010년 재검토 회의에서 개정될 기회가 있었으나, 재검토 회의에서 

협력 불응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추후 이 주제가 

논의되더라도 오랜 시간 여러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로마 규정의 

성안 과정을 감안하면 UN 안보리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로마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로마 규정 개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 기소된 자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그가 그의 재산 및 자산을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ICC와 

UN 안보리가 관련국들의 협력 불응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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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CC의 피해 배상 제도는 국제 형사 절차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될 혁신적인 제도로 국제 형사 절차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ICC 및 관련 당사국 및 비당사국과 UN 안보리의 

관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ICC 피해 배상 제도는 공여국의 자발적 공여 

증대에 따른 TFV 재원의 확대로 인해 피해 배상에 있어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로마 회의를 

거치면서 삭제되었던 피해 배상에서의 국가 책임에 관한 논의가 

부활한다면 ICC 배상 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 안보리의 역할 확대를 통한 당사국 및 비 

당사국의 협력 증진을 ICC 배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UN 안보리도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경우가 있고, 결국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UN 

안보리 보다 강대국의 역할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하는 국제법의 특성과 강대국의 

힘이 우선시되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ICC에서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회복적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피해자들의 실망감과 일반 

대중의 비판으로 인해 ICC의 신뢰성에 흠집이 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현재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 배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는 것은 실무자들과 함께 연구자들이 더욱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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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ctims Repar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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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mary purpose of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is to 

make an end to impunity seeking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individual perpetrators who committed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io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ternational tribunals only focused on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nd the rights of victims were neglected. 

Victims of these international tribunals could only resort to compensation 

mechanism by domestic authorities.  

 

 During the Rome Conference, many delegates concerned about 

dealing with civil matters in the ICC. However, reflecting the growing 

interest and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ctim-related 

issues are addressed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ICC Statute. Among 

these, victims’ reparation mandate is evaluated as a landmark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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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for its effectiveness for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Victims in the ICC include both direct victims and indirect victims 

wh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direct victims. The Chamber, either 

upon request from victims or on its own motion, determines the scope 

and extent of any damage, and establishes principles relating to 

reparations including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lso, 

the Chamber can choose between individual reparation and collective 

reparation as a modality of reparation. It is anticipated that collective 

reparation will be prioritized in order to heal communities where victims 

belong and to deal with collective harms which caused by mass crimes 

such as genocide. 

 

 The most creative feature of the reparation mandate in the ICC is 

Trust Fund for Victims. The Chamber may make an order directly against 

a convicted person, but, as the previous cases show, most of the convicted 

person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s have claimed indigence. 

Thus, it is unrealistic to simply hope convicted persons would pay fines 

and give up their properties and assets voluntarily. In this regard, the 

Chamber, when it finds it appropriate, may order money and other 

property collected through fines or forfeiture to be transferred to the Trust 

Fund. The Trust Fund supervises and controls of implementation of 

reparation orders, as well as helps rehabilitation of victims suffered by 

crimes by providing general assistanc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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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it can be said the success of the reparation mandate in 

the ICC, to some extent, depends on the roles of the Trust Fund. 

Meanwhile, States Parties’ non-compliance of cooperation can be 

detrimental to the reparation mandate. Thi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eizure and forfeiture of properties and assets of convicted persons can 

only be implemented by States Parties’ cooperation.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limit with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s which must 

rely on cooperation of states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and orders.  

 

 It is suggested that the ICC enhance its tie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use its power to adopt resolutions and sanctions. Even 

though a significant number of delegations, during the Rome Conference, 

opposed the idea of enlarging UN’s influence into the ICC being afrai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would be harmed, the ICC should 

depend on the power of the Security Council to some extent to force 

cooperation of states. At this moment, one should consider to make 

amendment to relevant provisions of the Rome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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