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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국가원수면제, UN안전보장이사회, 관습국제법, 로마규정, 제

27조, 제98조

학 번 : 2012-22296

2005년 UN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UN안보리)는 결의안 1593을 통과시켜,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UN헌장) 제25조, 제41조 및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

규정) 제 13조 (b)에 따라 본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회부하였다. 채택된 결의안 1593에 의하면,

(i) UN안보리는 UN헌장 제 7장에 따라 (ii)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다르

푸르의 상황(the situation in Darfur)을 ICC 소추관(Prosecutor)에 회부

하고, (iii) 수단 정부를 포함한 다르푸르 사태의 당사국에 대해 재판소에

온전히 협력하고 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의무를 부과하였다(shall

cooperate fully with and provide any necessary assistance to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pursuant to this resolution). ICC소추관 Luis

Moreno-Ocampo는 2005년 6월 6일 로마규정 제 53조1)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CC는 Darfur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단의 현직 대통령 Omar Hassan Al-Bashir에 대한 수사 및 기

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Ocampo는 3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후, 2008년 7월 13일 Al-Bashir 대

통령이 3건의 제노사이드, 5건의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2건의 전쟁범죄

를 배후에서 지시한 정범(영어로는 indirect perpetrator)이라는 사실을

1) Article 53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1. The Prosecutor shall, having

evaluated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him or her, initiate an

investigation unless he or she determines that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to proceed under this sta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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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로마규정 제 58조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 I)는 (i) Al-Bashir가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를 범했다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고, (ii) Al-Bashir가 자진해서 출석할 만한 정황이 아니므로 체포영장

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로마규정 제 57조, 제 58조에 따라

Al-Bashir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다만 제노사이드 부분의 경우

초과주관적 구성요소인 집단파괴의도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상소재판부(the Appeals Chamber)는 제노사이드

에 관한 체포영장 기각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전심재판부에 명령하였

다. 이에 전심재판부는 Al-Bashir가 Fur, Masalit 그리고 Zaghawa 인종

집단을 파괴할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고 보아, 제노사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논문은 Al-Bashir의 면제에 관한 것이다. ICC는 처음에는 관습국

제법에 의존하여 위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나중에는

UN안보리결의 1593의 구속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를 보

인다. ICC의 태도는 국제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와 주권평

등의 논리가 충돌하는 와중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연

ICC의 논증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불처벌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Al-Bashir 사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Al-Bashir 사례에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문

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위를 밝히기 위해서 첫째, ICC의 초기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본

다. ICC가 초기에 설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ICC는 로마규정

제27조가 갖는 관습국제법성을 기초로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

을 정당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면제의 예외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물적 면

제의 예외에 관한 관습국제법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Al-Bashir가 ICC에 대해서 인적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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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2) 아울러

ICC는 Al-Bashir가 수단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그 제3국

은 관습국제법상 Al-Bashir를 ICC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관습국제법의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로마규정 제98조를 형해화시켰다는 비판과 더불어, Al-Bashir가 제3

국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면제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1) 우선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를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Al-Bashir가 ICC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규정 제27조의

내용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에도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3) Al-Bashir가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에서 체포로부터의 면

제를 향유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종국에는, 로마규정 당사국들 간 관

계에서는 ICC가 현직 국가원수를 재판할 수도 있고, 제3국에 대하여 인

도요청도 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비

당사국 국적인 경우에는 법리가 달라진다. 만일 ICC가 그 국가원수에 대

한 관할권을 획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면제규칙 때문에 그를 재판할 수

도 없고(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그 국가원수가 제3국에 소재할 경우에

그 제3국은 ICC에 대하여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체포로부터의

면제). 이처럼 로마규정은 아직 비당사국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ICC에 실

효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조약의 상대효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직 로마규정의 면제 관련 규범이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UN안보리결의의 구속력에 의존하는 ICC의 변경된 논증은 타당

한지 살펴본다. UN안보리는 UN헌장 제24조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를 위한 제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동 헌장 제25조에 따라 UN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UN안보리결

의 1593은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이나 면제규칙에 대하여 침묵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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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고에서는 안보리결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1)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가 누리는 ICC관할권

으로부터의 면제를 박탈하는지, 2) 그가 누리는 체포로부터의 면제도 박

탈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리결의 1593이 갖는

몇 가지 특수한 특징을 통해 Al-Bashir의 면제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왜

냐하면 국가원수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일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Al-Bashir 그리고 안보리결의 1593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론만으

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반화될 수 없다면 “안보리가 국가

원수가 연루된 어떤 상황(situation)을 ICC에 회부하기만 하면, 그 국가

원수에 대해서 ICC가 수사를 하고 또 그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

습국제법이 확립되어” 일반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

해야 한다.

제 2장에서 첫 번째 논의를, 제 3장에서 두 번째 논의를, 제 4장에서

세 번째 논의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 국가원수의 처벌

과 관련하여 면제규칙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를 배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관습국제법화 여부, 그리고 3) 그 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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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논의의 배경

2003년 초 수단해방군(Sudan Liberation Army; 이하 SLA)과 정의평

등운동(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이하 JEM)이 수단의 다르푸르

(Darfur) 지역에서 정부거점을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다르푸르 갈

등(the Darfur conflict)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이 지역의 아랍계

아프리카인과 비아랍계 아프리카인 간의 수원(水源)이나 경작권을 둘러

싼 종파 간 갈등을 정치인들이 적절히 활용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2). 여

기에 아랍계 아프리카인의 민병대인 잔자위드(Janjaweed)가 개입하면서

비아랍계에 대한 제노사이드, 광범위한 살인 및 강간 등이 자행되었다.

다르푸르에서 사망한 민간인의 수만 70만 명에 달하며 180만 명에 달하

는 인원이 실향민이 되었다. 3) 설상가상으로 잔자위드의 배후에 수단 대

통령 오마르 알 바쉬르(Omar Al-Bashir)가 이끄는 수단 정부의 후원 및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안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져갔다.

2005년 UN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UN안보리)는 결의안 1593을 통과시켜,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UN헌장) 제25조, 제41조 및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

2) Scott Straus, "Darfur and the Genocide Debate", Foreign Affairs , Vol. 84,
No.1, January-February 2005, p. 123.

3) Corrina Hey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Referral of the

Crimes in Darfu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Light of United

States Opposition to the Court: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Functions and Statu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No. 2, 2006, p.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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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3조 (b)에 따라 본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회부하였다. 채택된 결의안 1593에 의하면,

(i) UN안보리는 UN헌장 제 7장에 따라 (ii) 2002년 7월 1일4) 이후의 다

르푸르의 상황(the situation in Darfur)을 ICC 소추관(Prosecutor)에 회

부하고, (iii) 수단 정부를 포함한 다르푸르 사태의 당사국에 대해 재판소

에 온전히 협력하고 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의무를 부과하였다

(shall cooperate fully with and provide any necessary assistance to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pursuant to this resolution). ICC소추관

Luis Moreno-Ocampo는 2005년 6월 6일 로마규정 제 53조5)에 따라 수

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CC는 Darfur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한 수단의 현직 대통령 Omar Hassan Al-Bashir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Ocampo는 3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후, 2008년 7월 13일 Al-Bashir 대

통령이 3건의 제노사이드, 5건의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2건의 전쟁범죄

를 배후에서 지시한 정범(영어로는 indirect perpetrator)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로마규정 제 58조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 I)는 (i) Al-Bashir가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를 범했다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고, (ii) Al-Bashir가 자진해서 출석할 만한 정황이 아니므로 체포영장

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로마규정 제 57조, 제 58조에 따라

4) 이러한 제한이 들어간 것은 ICC는 로마규정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 이전

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규정 제11조 제1항

참조.

5) Article 53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1. The Prosecutor shall, having

evaluated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him or her, initiate an

investigation unless he or she determines that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to proceed under this statute (...)



- 3 -

Al-Bashir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6). 다만 제노사이드 부분의 경

우 초과주관적 구성요소인 집단파괴의도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

포영장을 기각하였는데7), 상소재판부(the Appeals Chamber)는 제노사이

드에 관한 체포영장 기각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전심재판부에 명령하

였다8). 이에 전심재판부는 Al-Bashir가 Fur, Masalit 그리고 Zaghawa

인종집단을 파괴할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제노사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9)하였다.

ICC 전심재판부는 우선 관할권 충족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al-Bashir가 면제를 향유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였다. 당시

수단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이었기 때문에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내지 면

제를 규정한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전심재판부는 다

음의 네 가지 근거를 들어 “국가원수로서 Al-Bashir의 지위는 이 사건에

대한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has no effect)"라고 판시하였

다10). (i) 로마규정 전문에서 로마규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국제사회

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ii) 제27조 제1항, 제2항

이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iii) 로마규정 제 21조에 의하

면 재판소는 로마규정에 틈이 존재하고 또 그 틈을 조약법에 관한 비엔

6)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Bashir,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Bashir, ICC-02/05-01/09-1, p. 3 이하.
7) Ibid., p. 57 이하.

8)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Bashir, ICC-02/05-01/09-1-OA, p. 3 이하.
9) Second Warrant of Arrest for Omar Hassan Ahmad Al-Bashir,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ICC-02/05-01/09-95, p. 3 이하.

10) supra note 6, p.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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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협약)

제 31조 및 제 32조에 의한 해석으로 메울 수 없을 때 비로소 적용 가능

한 다른 법(other sources of law)을 원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면제를 포함한) 다른 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 (iv) UN안보리가

로마규정에 따른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 바로 그 근거들이었

다.

논의의 배경은 여기서 발생하였다. 첫째, ICC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문제되었다. 수단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서 면제에 관한 특칙인 로마

규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규정의 취지

를 주된 근거로 들어 수단에 제27조를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듯한 ICC

의 판시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둘째, 이 문제는 Al-Bashir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제3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욱 복잡한 국면을 띠게 되었다. 여기서 체포로부터

의 면제 문제가 추가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ICC가 이들 제3국에 대해서 인도협조요청을 발송하였고, 이들 제

3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으로서 로마규정 제87조, 제89조에 따라 체포의무

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ICC와 수단 간 관

계에서 국가원수면제가 적용되는지의 문제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수단과

제3국 간 관계에서, 즉 제3국에서의 Al-Bashir가 체포되는 국면에서 면

제규칙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추가로 대두되었다.

Al-Bashir의 체포영장 집행에서 위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ICC는

처음에 로마규정 제27조가 관습국제법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면서 위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11). ICC의 입장을 요

11) Nerina Boschiero, The ICC Judicial Finding on Non-Cooperation Against

the DRC and No Immunity for Al-Bashir Based on UNSC Resolution 159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3, No.3, 2015, p.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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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타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

제를 누린다. 2)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에 대해

서는 이러한 면제를 부여하는 국제법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

되는 경우에도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그

리고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국제재판소가 인도요청을

할 때에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12).

관습국제법에 의존하여 면제문제를 해결하려는 ICC의 논리는 이러한

관습국제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ICC는

이러한 비판을 피하고자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최근에는 UN안보리결의

1593의 효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3). 최근

ICC전심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i) ICC로마규정 제27조는 비

당사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ICC당사국은 ICC비당사국 국가

원수의 국가원수면제를 존중할 의무를 갖지만, (ii) 안보리결의 1593은

제98조 상의 “consent of the State for the waiver of immunity"에 갈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고는 제98조에도 불구하고 ICC로마규정 제

89조에 따른 체포인도의무를 진다고 전심재판부는 판시하였다14).

제 2 절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전개방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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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02/05-01/09-139, p. 18 이하.
13) Decision on the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Regarding Omar Al-Bashir’s Arrest and Surrender to the Court, in The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Bashir, ICC-02/05-01/09-195, p. 3.
14) Ibid., par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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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위 배경에서 문제된 Al-Bashir의 면제에 관한 것이다.

ICC는 처음에는 관습국제법에 의존하여 위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나중에는 UN안보리결의 1593의 구속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

어나가는 태도를 보인다. ICC의 태도는 국제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

다는 논리와 주권평등의 논리가 충돌하는 와중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과연 ICC의 논증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불처벌의 관행을 극복하

기 위해서 Al-Bashir 사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례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Al-Bashir 사례에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

는지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위를 밝히기 위해서 첫째, ICC의 초기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본

다. ICC가 초기에 설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ICC는 로마규정

제27조가 갖는 관습국제법성을 기초로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

을 정당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면제의 예외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물적 면

제의 예외에 관한 관습국제법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Al-Bashir가 ICC에 대해서 인적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2) 아울러

ICC는 Al-Bashir가 수단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그 제3국

은 관습국제법상 Al-Bashir를 수단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관습국제법의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로마규정 제98조를 형해화시켰다는 비판과 더불어, Al-Bashir가 제3

국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면제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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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1) 우선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를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Al-Bashir가 ICC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규정 제27조의

내용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에도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3) Al-Bashir가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에서 체포로부터의 면

제를 향유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종국에는, 로마규정 당사국들 간 관

계에서는 ICC가 현직 국가원수를 재판할 수도 있고, 제3국에 대하여 인

도요청도 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비

당사국 국적인 경우에는 법리가 달라진다. 만일 ICC가 그 국가원수에 대

한 관할권을 획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면제규칙 때문에 그를 재판할 수

도 없고(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그 국가원수가 제3국에 소재할 경우에

그 제3국은 ICC에 대하여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체포로부터의

면제). 이처럼 로마규정은 아직 비당사국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ICC에 실

효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조약의 상대효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직 로마규정의 면제 관련 규범이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UN안보리결의의 구속력에 의존하는 ICC의 변경된 논증은 타당

한지 살펴본다. UN안보리는 UN헌장 제24조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를 위한 제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동 헌장 제25조에 따라 UN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UN안보리결

의 1593은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이나 면제규칙에 대하여 침묵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안보리결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1)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가 누리는 ICC관할권

으로부터의 면제를 박탈하는지, 2) 그가 누리는 체포로부터의 면제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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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리결의 1593이 갖는

몇 가지 특수한 특징을 통해 Al-Bashir의 면제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왜

냐하면 국가원수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일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Al-Bashir 그리고 안보리결의 1593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론만으

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반화될 수 없다면 “안보리가 국가

원수가 연루된 어떤 상황(situation)을 ICC에 회부하기만 하면, 그 국가

원수에 대해서 ICC가 수사를 하고 또 그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

습국제법이 확립되어” 일반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

해야 한다.

제 2장에서 첫 번째 논의를, 제 3장에서 두 번째 논의를, 제 4장에서

세 번째 논의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 국가원수의 처벌

과 관련하여 면제규칙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를 배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관습국제법화 여부, 그리고 3) 그 메커니즘의 극복을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논의의 범위

향후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제의 상

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우선 ICC관할권과 면제 간 관계와 관련해서

는 문제되는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인 경우와 비당사국인

경우 모두를 고찰할 것이다. 당사국인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에 의하여

제27조가 직접 적용되지만, 비당사국인 경우에는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

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된다. 즉 양자를 대비하는 것은 ICC관할권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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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가 구체적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당사국 국적인 경우에는 제

27조 제2항의 적용으로 문제가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되므로, 본고에서는

Al-Bashir의 경우처럼 해당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인 경우

에 분석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원수는 외국에 있고, 그

외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경우를 상정할 것이다. (i) 국가원수가 자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면제가 문제가 아니라, 로마규정 제 9부의

적용여부 및 국내법상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간 충돌이 문제되는 것이므

로 본고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ii) 국가원수가 소재한 외국이 로마규

정 비당사국인 경우에는, 면제의 문제 외에 로마규정 비당사국에게 체포

의무를 부과할지의 문제가 아울러 대두되므로, 여기까지 다룰 경우 본고

의 주제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

요약하면, 본고에서는 (i) 국가원수는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이고,

(ii) 그 국가원수는 외국에 있으며, (iii) 그 외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경

우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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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마규정과 국가원수면제

제 1 절 Al-Bashir에 대한 ICC의 초기 태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가 Al-Bashir의 면제에 관해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말라위에 대해 ICC가 발송한 사법협조요청과

관련한 사건이었다15). 2011년 10월 14일 Al-Bashir는 동남아프리카공동

시장 정상회담(summit of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에 참석하기 위해 말라위공화국(the Republic of

Malawi)을 방문했다. 이에 ICC사무국장(Registrar of the ICC)은 주브뤼

셸 말라위대사관에 구상서(Note Verbale)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a)

ICC당사국인 말라위에게는 (ICC로마규정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Al-Bashir을 체포할 의무가 있으며 (b) 로마규정에도 불구하고 ICC당사

국이 재판소의 협력요청을 불이행할 경우 재판소는 당사국이 협력요청을

거부했다는 판결(finding)을 하고 사안을 UN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6).

끝내 말라위가 협력요청을 이행하지 않자 전심재판부는 로마규정 제87

조 제 7항에 기해 말라위의 비협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Al-Bashir

는 ICC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가원수면제를 누리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 우선 (i) ICC와 수단 간 관계와 관련하여, 전심재판부는 국제

15) Pre-Trial Chamb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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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02/05-01/09-139 참조.
16)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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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제소된 국가원수는 그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누

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서 재판소는 뉘른베르크재판소헌장

제 7조, 뉘른베르크 III원칙, ICTY규정 제 7조, ICTR규정 제 6조 등을

들었다. 또한 국제재판소에 대해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에서의 ICJ의 방론(obiter dictum)도 그

근거로 들었다. 17)

(ii) 그 다음으로 재판소는 수단과 말라위 간 관계에 대해서, 국제재판

소가 말라위에 인도를 요구해올 경우에는 말라위는 면제존중의무의 구속

을 받지 않으며, 이는 관습국제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국가

원수면제가 국제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부인되어왔다는 점, 지난 10년간

국제재판소에서 국가원수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로마

규정 회원국이 이제 12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위 국가들이 ICC의 관

할권에 동의한 것과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을

들었다.18)

이처럼 ICC는 Al-Bashir의 면제문제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체포

로부터의 면제로 나누고, 양자 모두 새로운 관습국제법의 성립으로 해결

되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ICC의 이러한 태도는 학계

와 아프리카연합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나중에 철회되었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ICC가 이러한 태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검토

해야 한다. 여기서는 그 논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1) 국제법

상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의 원칙적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간략하게 살

펴본다. 2) 다음으로 “국제재판소”인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면제규칙

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3) 다음으로 국가원수의 국적국과 그

17) Ibid., p. 12~15.

18) Ibid., 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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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가 소재한 제3국 간 관계를 검토하면서, ICC가 말하는 것처럼

ICC의 인도요청시 면제규칙을 배제하는 관습국제법이 있는지를 알아본

다.

제 2 절 전통국제법상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

로마규정이 Al-Bashir와 같은 국가원수의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기 위해서는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의 법적 성격 및 그 이론

적 근거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후속규범인 로마규정 제27조 및 제98

조가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

이다.

국가원수에게 면제가 부여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i) 외교기관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

나는 (ii) 국가기관으로서 개인적 책임의 위험을 지지 않고 국가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국제법은 전자를 위해서 국가원수에 인

적 면제(personal immunity; immunity ratione personae)를 부여하고 있

고, 후자를 위해서는 물적 면제(functional immunity; immunity ratione

materiae)를 부여하고 있다. 로마규정 및 관습국제법은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국가원수를 면제시킴에 있어 양 면제를 달리 취급하고 있

으므로, 우선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를 구분하여 국가원수면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I. 인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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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면제의 법적 성질 및 그 근거

이른바 인적 면제란 특정한 직위 자체에 부착된 면제를 말하는 것으

로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형사재판관할권19)으로부터

의 면제가 인정되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인적 면제는 그 성질이 절차

적인 것으로서, 국가원수에 대한 민사 및 형사재판권에 대한 면제를 의

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실체적 항변으로서도 기능하는 물적 면제와는

다르다20).

원래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는 국가면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으

나21) 제한적 면제이론의 대두 이후22) 국가들은 국가원수면제와 국가면

제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23)24). 이처럼 분화된 국가원수면제이론

19)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 5판 (서울, 박영사, 2014), p. 227에서는 “한국이

나 독일의 민사소송체계에서는 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의 개념을 ‘재판권‘과

’재판관할권’으로 구별하여 양자를 독립된 소송요건으로 파악한다.”고 지적하면

서, 주권면제나 물적 면제 등의 문제는 관할권이 아닌 “재판권의 문제로 이해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권면제를 “관할권이 아닌 재판권으

로부터의 면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체계상 통일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석광

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 2권, (서울, 박영사,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들이 한국이나 독일과 같이 관할권과 재판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할권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국제법학계에서의 통례상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재판권과 관할권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관할권이란 이름 하에 통칭하도록 한다.

20) Antonio Cassese, "When May Senior State Officials Be Tried for

International Crimes? Some Comments on the Congo v. Belgium Cas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1. 13, No. 4, 2002, p. 863.
21) Rosanne van Alebeek, The Immunity of States and Their Official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69.

22) 김대순, 『국제법론』 제 18판 (서울, 삼영사, 2014), p. 500.

23) 상게서, p. 655; 최태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국

제법학회논총』 제 51권 제 2호(2006), p.15.

24) 영국의 국가면제법은 제 14조에서 “공적 자격에서 행동하는 국가원수(Head

of State in his public capacity)”의 경우 제 1조에 규정된 국가면제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 20조 제1항에서 “국가원수”의 경우 외교특권법

(Diplomatic Privileges Act)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20조 제 5항은 제

20조 소정의 외교특권법상의 면제가 제 14조에 따라 적용되는 면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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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rine of Head-of-State immunity)은 기존의 주권면제의 근거였던

주권존중의 원칙을 근거로 삼음과 동시에, 외교적으로 국가원수가 갖는

외교적 기능의 수행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가지고 있

다.25) Arthur Watts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록 오늘날 국가에 대한 절대

적 면제이론이나 국가와 그 국가원수를 동일시하던 관념은 쇠퇴하였지

만, 그 시절에 형성된 관념은 오늘날 국가원수면제의 절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26).

2.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주요 내용

국가원수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대상의 측면에서

국가원수면제는 현직 국가원수에게만 부여된다. 국가원수면제는 전술하

였듯 (i) 국가주권의 상징으로서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 (ii) 국가원수의

주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원수면제와 국가면제의 분리를 천명하고 있

다. 미국의 FSIA는 국가원수면제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이하 UN면제협약)의 제 3조 제2항에서는 ‘이 협약은 국제법상 국가원

수의 인적 면제 및 특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25)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s session, 6 May – 7 June, 8 July – 9 August 2013,
A/68/10/ , p.66: "This is consistent with the very reason for according
[immunity ratione personae], which is the special position held by such
officials within the Stat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which, under

international law, places them in a special situation of having a dual

representational and functional link to the State in the ambi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tonio Cassese, supra note 31, p. 862. ; Hugh King, Immunities
and Bilateral Immunity Agreements: Issues Arising From Articles 27 and

98 of the Rome Statute,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Vol. 4, No. 2, 2006, p. 272.
26) Sir Arthur Watts, "The Legal Position In International Law of Heads of

States, Heads of Government and Foreign Ministe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ume 24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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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기능 보장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소멸한 퇴

임한 국가원수에게 국가원수면제를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27). 상기

Arrest Warrant Case에서 ICJ도 전직 외무장관에 대해서는 그 재임 중

에 행한 “사적(private)"인 행위에 대하여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8) 2013년 UN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가 발행한 외국국가공무원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에 관

한 초안규정(Draft Articles on Immunity of Foreign State Officials

from Criminal Jurisdiction; 이하 ILC형사면제초안규정) 제4조 제1항도

국가원수 등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만(only during their term of office)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

둘째, 국가원수면제는 특정 소송에서 문제되는 국가원수의 행위가 공

적 자격에서 행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30) 이 역시 위

의 Arrest Warrant Case에서 확인되었듯 국가의 외교적 기능을 보장하

고, 주권의 상징으로서의 국가원수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현직 국가원수

가 특정 행위에 대해서 면제를 누리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누

리지 못한다면 외교활동 중 수시로 외국의 관할권행사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며, 이른바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확대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31) 벨기에가 이스라

27)Salvatore Zappala, "Do Heads of State Enjoy Immunity From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rimes? The Ghaddafi Case Before the French Cour de

Cess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3, 2001, p.
606은 국가원수가 “개인적 방문(private visits)"을 시도할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전제로 국가원수면제의 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방문의

경우 외교적인 기능수행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근거로 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원수면제가 단순히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면

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습법이 성립되었다

는 근거 역시 그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8)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ICJ Reports(2002), Judgment, p. 25.
29) United Nations, supra note 25, p. 50.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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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총리였던 Ariel Sharon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그

의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방문이 사실상 차단된 사례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32) 상기 ILC형사면제초안도 제4조 제2항에서 “인적 면제는 사

적 자격에서 행했는지 공적 자격에서 행했는지를 불문하고 국가원수, 정

부수반 그리고 외무장관의 재직 중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Such

immunity ratione personae covers all acts performed, whether in a

private or official capacity, by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during or prior to their term of

office)"라고 규정하고 있다33).

II. 물적 면제

1. 물적 면제의 의의

이른바 물적 면제란 특정한 행위의 공적 특성으로 인해 부착된 면제

31) Michael A. Tunks, Diplomats or Defendants: Defining the Future of

Head-of-State Immunity, Duke Law Journal Vol. 52, No. 3, 2002, p. 656.;
2010년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There is already growing reason to believe that some people are not

prepared to travel to this country for fear that such a private arrest warrant

- motivated purely by political gesture - might be sought against them.

There are sometimes people representing countries and interests with which

the UK must engage if we are not only to defend our national interest but

maintain and extend an influence for good across the globe." 'Britain must

protect foreign leaders from private arrest warrants', The Guardian, 3. Mar.
2010; cited from Dapo Akande and Sangeeta Shah, Immunities of State

Officials, International Crimes, and Foreign Domestic Cour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 4, 2011, p. 818, note 7.
32)“Sharon 'war crimes' hearing delayed”, BBC News, (link:

http://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1577630.stm. [2015년 10월 29일

최종방문]

33) United Nations, supra note 25, p. 50.

http://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1577630.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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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직 및 현직 국가공무원의 공적 행위(acts

performed in official capacity)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다.

2. 인정근거

가. 이른바 실체적 면제(substantive immunity)

Cassese는 물적 면제를 실체적 면제라고도 표현한다34). 이는 국가가

자신의 기관인 국가공무원을 통하여 행한 행위는 그 국가에게만 귀속되

며 국가공무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행위이론에 의

하면 국가원수가 기능적 면제를 향유하는 이유는 실체적인 데 있다. 국

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국가면제는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선(not

holding the State responsible)에서 그치는 반면에, 국가행위이론에 의하

면 국가원수 개인은 공적 자격에서 행한 행위의 책임을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bears no responsibility in his personal capacity)35). 이는 국내법

상 대리의 논리와 유사한 것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

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36)

나. 국가면제의 이론적 연장

또한 물적 면제는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면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에

34) Cassese, supra note 20, p. 863.
35) Rosanne van Alebeek, supra note 21, p. 107; Dapo Akande, International
Law I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3, 2004, p. 413.
36) Twycross v. Dreyfus, (1877) LR 5 Ch D 605 : "You cannot sue the

agent in the absence of the principal. You cannot sue the Peruvian

government at all, so you cannot sue it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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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37). 일찍이 영국의

Twycross v. Dreyfus에서의 판시는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준다:

“페루정부를 제소할 수는 없다. 나의 의견으로는, 국가의 대리인들을

기소하는 것은 외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제소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심

각한 관할권남용에 해당한다. "38)

Kelsen은 이 논리를 좀 더 확장하여 국가는 대리인(agents)을 통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면제는 국가들이 행

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

다고 본다39). 국가들은 국가책임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제법

상 책임을 지면 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외국 국내법상 책임을 부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0).

위의 두 이론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행위자가 국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절차적 관점에서 면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이다41). Pinochet 사건에서 Millett 판사 역시 실체적 면제와 물적 국

37) Dapo Akande, supra note 35, p. 413; Hugh King, supra note 25, p. 272.
38) Twycross v. Dreyfus, (1877) LR 5 Ch D 605: 이 사건에서는 페루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만족시키기 위해 원고가 페루정부의 대리인(agent) 소유의 런던

금고에 대한 유치권(lien)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잉글랜드 항소법원(the English

Court of Appeal)에서는 이 금고가 페루정부의 대리인 소유인지 아니면 페루정

부 소유인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에서는 본 금고의 소유권이 페루정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페루정부를 제소하는 것 자체가 주권면제의 위반이고, 이를 우회하

기 위해 페루정부의 대리인을 제소하는 것 역시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는 당시 주권면제이론의 주류가 절대적 면제이론이었음을 감안하면 수긍할 만

한 결론이다. Zachary Douglas, "State Immunity for the Acts of State

Officials",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82, No.1, 2012, p.
292.

39) Alebeek, supra note 21, p. 103.
40) Hazel Fox,, The Law of State Immunity,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97



- 19 -

가면제를 구분하기 힘들며, Eichmann 사건에서 결국 양자는 동일한 의

미로 적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42). 위 판시의 검토들을 통해 두 이론

모두 개인이 국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

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체적 면제가 물적 면제를 부여하는 주된

근거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국가 자체에 대한 면제와 국가공무원에

대한 물적 면제는 구분되는 것이다43).

따라서 개인이 국가와는 별개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체적 책임면제

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가면제를 이러한 상황에까지 연장할 수

는 없을 것이다44). 그 경우 개인에 대한 재판은 그 개인의 책임을 추궁

하는 것일 뿐 그 개인의 배후에 있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국제법규가 존재할 때,

그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하여 그로 인해 개인이 아닌 국가가

누리는 면제가 우회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Al-Adsani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이러한 법규가 제정되

41) Hazel Fox, supra note 40, p. 676; Joanne Foakes, The Senior Position of

Heads of State and their Official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137.

42) Opinion of Lord Millett, R. Bow Street Stipend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 inochet (No. 3), [1998] UKHL 41; 3 W.L.R. 1456 (H.L.

1998), in Reed Brody and Michael Ratner ed., The P inochet Papers: The

Case of Augusto P inochet in Spain and Britai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 338.

43) Gionata Piero Buzzini, "Lights and Shadows of Immunities and

Inviolability of State Officials in International Law: Some Comments on

the Djibouti v. France Cas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03, 2009, p. 462.

44) Hazel Fox, supra note 40에서는 이를 “dual responsibility"의 문제로 표현

하고 있다. 즉 이 경우 개인과 국가가 모두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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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45). 이러한 판시는 ICJ의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사건에서도 반복되었다46).

따라서 물적 면제가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국가행위이론의 적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3. 물적 면제의 주요 내용: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국가원수가 향유하는 물적 면제는 인적 면제와 달리 실체적인 것이기

도 하다47). 즉 물적 면제를 누리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게로 귀속된다. 그러나

Jones v. Saudi Arabia 등 판례48)에서는 국가행위이론을 들어 절차적 면

45) 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35763/97,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1 November 2001,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3fe6c7b54.html [2015년 10월 28일 최종방문],

para. 61 : While the Court accepts, on the basis of these authorities, that

the prohibition of torture has achieved the status of a peremptory norm in

international law, it observes that the present case concerns not, as in

Furundzija and Pinochet, the criminal liability of an individual for alleged

acts of torture, but the immunity of a State in a civil suit for damages in

respect of acts of tortur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Notwithstanding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prohibition of torture in international law, the

Court is unable to discern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judicial

authorities or other materials before it any firm basis for concluding that,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a State no longer enjoys immunity from civil

suit in the courts of another State where acts of torture are alleged. In

particular, the Court observes that none of the primary international

instruments referred to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rticles 2 and 4 of the UN Convention) relates to civil proceedings or

to State immunity.“

46)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ICJ Reports(2012), p. 140~141.

47) Antonio Cassese, supra note 19, p. 863. Dapo Akande and Sangeeta
Shah, supra note 30, p. 826; Princeton Project on Universal Jurisdiction,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Program in Law and Public
Affairs, Princeton University, 2001),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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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procedural immunity)를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물적 면제

는 절차적 성질을 겸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49). 그러나 상술했듯

실체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물적 면제 유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물적 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대상의 측면에서

물적 면제는 전직, 현직 국가원수 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다. ILC는 형사

면제초안 제 5조에서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국가공무원(State officials

acting as such)은 물적 면제를 누린다”50)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정의에 국가원수가 포

함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둘째, 물적 면제는 공적 자격에서 행한 행위(acts performed in official

capacity)에 의해서만 부여된다51). 공적인 자격에서 행한 행위의 의미가

“국가책임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지52), 아니면 국

가면제법상의 acta jure imperii를 의미하는지53)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48) Opinions of the Lords of Appeal for Judgment in the cause Jones
(Respondent) v. Ministry of Interior Al -Mamlaka Al -Arabiya AS Saudiya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ppellants) Mitchell and others
(Respondents) v. Al-Dali and others and Ministry of Interior Al -Mamlaka
Al -Arabiya AS Saudiya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ppellants) Jones
(Appellant) v. Ministry of Interior Al -Mamlaka Al -Arabiya AS Saudiya
(the Kingdom of Saudi Arabia) (Respondents), [2006] UKHL 26, United
Kingdom: House of Lords (Judicial Committee), 14 June 2006,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49801d42.html [2015년 10월 28일 최종방문]

49) Dapo Akande, supra note 35, p. 417.
50)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sixths session, 5 May – 6 June, 7 July – 8 August 2014,

p. 231.

51) 최태현, 피노체트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 48호

제 1권(2008), p;290.

52) Dapo Akande and Sangeeta Shah, supra note 31, p. 833; Watts, supra
note 26, p. 56
53) Alexander Orakhelashvili, Immunities of State Official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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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만일 실체적 책임배제가 물적 면제의 근거라면 전자가 더욱 타

당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54)55). 그러나 상술하였듯 어떤 행위에 대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그 행위가 비록 공적인

성질을 띨지라도 개인에 대한 물적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Al-Bashir와 같은 현직 국가원수는 국가원수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인적 면제를 향유함과 동시에, 그가 공적 지위에서 행

한 행위에 대해서 물적 면제도 아울러 향유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Al-Bashir가 인적 면제를 누리는 이론적 근거는 바로 그가 갖고 있는

현직 국가원수의 지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인 반면, 물적 면제의 경

우 그가 국가원수로서 행한 공적 행위의 성격으로부터 그 이론적 근거가

도출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Al-Bashir, 정확히는 수단이 ICC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원수면제

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제 3 절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Crimes and Foreign Domestic Courts: A Reply to Dapo Akande and

Sangeeta Shah,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3, 2008,
p. 850.

54) Akande and Shah, supra note 31, p. 819.
55) 일찍이 Sir Arthur Watts는 공적 행위(official acts)와 주권적 행위

(sovereign acts)의 문제를 구별하고, 공적인 행위이지만 주권적 행위가 아닌 행

위의 경우에는 국가면제와 달리 아직 제한적 면제이론이 확고하게 적용되었다

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Watts에 의하면 ”외견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

는 것“은 물적 면제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한다. Watts, supra note 26, p. 60~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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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로마규정 제27조

상기 논의를 통하여 로마규정의 제정 이전에 국가원수의 면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ICC의 초기

주장대로, 상기 국가원수면제가 관습국제법을 통하여 과연 배제되었는지

의 문제를 검토한다. 우선 ICC가 현직 국가원수인 Al-Bashir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ICC와 그 현직 국가원수의 국적국

간 관계에서 면제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로마규정 제27조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문인데, ICC의 주장이 타

당하기 위해서는 이 조문이 현직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를 제거하여야 한

다. 아울러 수단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므로,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

수에까지 적용되는 관습국제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로마규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 본 규정은 개인의 공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누구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직 대표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통하여 본 규정상의 형사책임을 면제받거나 감형

을 받을 수 없다.

2. 개인의 공적 지위에 부착(attach)된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 면제나

특별절차규칙은 개인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가원수의 면제에 대한 일종의 수정을 의도하고 있

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i)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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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조문이 물적 면제만 제거하는지, 아니면 인적 면제까지 모두 제

거하는지의 문제이다. (ii) 특히 Al-Bashir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은 위 조문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로

마규정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규정의 개별조문 자체가 비당사국에 적용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27조가 관습국제법의 한 내용을 이

룬다면, ICC와 로마규정 비당사국 간 관계에서도 제27조의 내용이 적용

된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II. 면제 제거의 전제조건으로서 관할권

면제 제거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전제로서 논의하여야 할 사안이 있

다. 어떤 재판소가 국가원수에게 면제를 부여할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

선 그 재판소가 그 국가원수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rrest Warrant 사건에서 ICJ는 콩고 외무장관 Yerodia가 벨기

에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관할권의 문제는 부탁받은 범위 밖이라고 하여 배제한

적이 있다56). 그러나 Koojimans등의 반대의견에서 지적된 바대로 이는

관할권의 문제가 면제부여의 전제조건임을 간과한 것57)이다. 특히 ICC의

경우는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조약의 당사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ICC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해

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른바 “보편관할권”의 논리에 따라 ICC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제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

다58).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ICC의 명문 규정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설득

56) supra note 28, p.11
57)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 Higgins, Koojimans and Buergenthal,

supra note 28,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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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다. 오늘날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정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

12조는 “보편관할권” 주장과 “동의에 기초한 관할권” 주장 간 타협의 산

물이다59). (i) 제12조 제1항에서 로마규정 당사국은 모두 관할권을 수락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피의자의 국적국이나 범죄발생지국 중 하나는 로마규정 당사국이어야

한다. 이는 보편관할권의 적용을 포기하고 ICC관할권 행사에 있어 관련

국의 (로마규정 가입에 의한) ICC관할권 수락을 요구하는 것이다. 로마

규정 가입을 국가가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기하여 갖고 있었던 관할권을

위임(delegate)하는 것으로 본다면60),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ICC관할권

행사에 있어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ICC당사국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관할권

의 범위 내에 포섭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61). 따라서 Al-Bashir와 같은 비당사국 국가원수에 대해서

는 ICC의 관할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 것이다.

58) Hans-Peter Kaul and Claus Kress, Jurisdiction and Cooperation in the

ICC Statute, Year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1, 1999, p.

157.

59) Dapo Akande,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ver

Nationals of Non-Parties: Legal Basis and Limit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 No.2, 2003, p. 623; Hans-Peter Kaul and Claus

Kress, supra note 58, p. 155.
60) Dapo Akande, ibid., p. 623.

61) 이는 보편관할권에 기초한 ICC관할권행사의 범위를 규정한 독일안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안을 절충한 것으로 한국이 제시한 것이었다. 최태현, 국제형사재

판소 관할권 행사의 구도, 『국제인권법』 제 5호(2002), p. 93: “결국 한국안은

ICC가 현실적으로 국가동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에게 인정되는 보편적 관할권이 그대로 ICC에게도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

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이해관계국의 동의에 의한 관할권적 관련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독일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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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27조가 박탈하는 면제의 유형

Al-Bashir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제27조가

Al-Bashir에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서론에서 제기

한 바대로 제27조가 인적 면제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제27조의 문언에서 출발해보자. 제1항은 어떤 개인의 공적 지위가 그

개인의 “형사책임”(criminal responsibility)과 무관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제2항은 그 개인에 대해 부여되는 “면제(immunity)” 에도 불구하고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과 제2항상

의 “형사책임”과 “면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제27조의 물적 범위를 밝

힘에 있어 주요 쟁점이다62).

앞에서 살펴본 국가행위이론과 인적 면제 간 구별을 고려해보면, “형

사책임“은 어떤 국가원수가 국가라는 인격체의 베일(corporate veil) 뒤

에 숨어서 실체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즉 물적 면제)의 문제인 반면,

”면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가원수가 형사재판관할권 기타 타국의 행

정, 사법작용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되는가(즉 인적 면제) 하는 문제일

것이다63). 만일 ”형사책임“과 ”면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기 물적 면제와 인적 면제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

지만, 문언적 의미만으로는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형사책임”과 “면제” 간 차이는 조약법협약 제 32조에 따라 로마규정

에 대한 준비문서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상

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논의의 초기 과정에서는 “형사책임”과 “면제”

를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4). 1996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62) Otto Triffterer,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bserver's Notes, Article By Article (CH

Beck/Hart/Nomos, 2008), p. 785.

63) Giovanni Boggero, Without State Immunity, No Individual Responsibility,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 No. 2, 2013,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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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범죄에 대한 규범초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제 7조 제1항에서는 일정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면제의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65). Triffterer는 당시에는 국가원수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극복하자는 생각이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국가원수에게 형사책

임을 지우는 논의와 별도로 면제의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

한다66)67).

또한 규범초안 제 7조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당시 ILC의 논의자들이 형

사책임의 문제와 면제의 문제를 딱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LC는 위 주석에서 국가원수에게 일정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

과하는 것과, 그들에 대해 절차적 측면에서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68).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면제를 배제하는 것

은 실체적 측면에서의 면제(substantial immunity)를 배제하는 것의 당

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한다69)70).

그러나 로마규정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들어가자, 관련자

64) Otto Triffterer, supra note 62, p. 785.
65)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96, Vol. II, Part Two,

p.26.

66) Otto Triffterer. supra note 62, p. 785.
67) See also Rosanne van Alebeek, supra note 21, p. 266: “It is fair to say

that until Article 27. 2 of the ICC Statute the personal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in respect to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was a

commonly overlooked issue. The question was only debated in the

Commission that studied the possibility of prosecution and punishemnt of

war criminals after the First World War.”

68) supra note 65, p. 27.
69) Ibid.

7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ICJ

Reports(2002), Judgment,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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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면제와 형사책임의 문제를 분리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 2차 회의 보고서에서는 실체적 면제의

제거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절차적 면제에 대한 규정이 제안으로 삽입되었

다71). 형사처벌과 면제를 구분한 규정의 형태는 1998년 준비위원회 최종

초안으로 계승되었고72) 이것이 오늘날 제27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그대

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제정역사를 통해 볼 때, 제1항과 제2항은 국가원수의 처벌가능

성을 확보함에 있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73).

제27조 제1항에서 국가원수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원수

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ICC관할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국가행위이론

을 통해 그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74). 즉 제27조

제1항은 실체적인 관점에서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7조 제2항은 국가원수 기타 고위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부착된 면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원수

의 ICC관할범죄가 어디로 귀속되는지와 관련한 제1항의 규정과는 그 문

71)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Volume II(Compliation of

proposal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51st session), Supplement No.

22A (A/51/22), p. 85.

72) Ibid, p. 24.
73) Chanaka Wickremasing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Malcolm Evans,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400; Adam Day, Crimes Against Humanity as a

Nexus of Individual and State Responsibility: Why the ICJ Got Belgium v.

Congo Wrong,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2, No.3, 2004, p.
193; William A. Schab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xford Commentaries on International Law, 2010) p.
448.

74) Ibid.,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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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상 구분된다75).

따라서 제27조 제1항은 국가원수의 ICC관할범죄에 대하여 부여되는

물적 면제를 제거하는 것이고, 제2항은 인적 면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76). 국가원수가 ICC관할범죄를 범했을 때,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그는 더 이상 그 행위가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

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는 물적 면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원수는 더 이상 현직 국가원수로

서의 자신의 지위를 원용하여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위 설명에 따르면, 로마규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로마규정 당사국의

국가원수는 ICC관할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조약의 상대효 원

칙에 따라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아직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

라서 로마규정 제27조의 물적 적용범위를 확정지었다고 해도 이 조문을

바로 Al-Bashir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조문의 내용을 수단에

적용하기 위해서 비로소 제27조가 관습국제법이 되었는지의 문제를 검토

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IV. 면제박탈의 수범자

원칙적으로 조약에 불과한 로마규정 제27조가 수단과 같은 비당사국

에 적용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소와 국내

재판소를 불문하고 오늘날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

75) William A. Schabas,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Is a `Tribunal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Equivalent to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 2, July 2008, p. 526.
76) Paola Gaeta, "Chapter 24.3 - Official Capacity and Immunities" in A.

Cassese , P. Gaeta, and J. Jone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990.



- 30 -

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적 면제와 인적 면제에 관한

논의의 방향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둘째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재판소의 경우에는 면제규칙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논거는, 면제규

칙이 원래 국가들 간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ICC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 국가원수면제의 일반적 배제가능성

(1) 관습국제법 성립 주장의 검토기준

가. 법적 확신(opinio juris) 발견의 어려움

원칙적으로 관습국제법의 형성과정에 있어서는 관행만이 형성의 효과

가 있고, 법적 확신은 관행이 규범으로 응고되면 그에 따르는 것에 불과

하다77).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어떤 법규범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그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느낄(feel) 수는 없다”78)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되는 규범과 상반되는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관습국제법의 성립가능성은 낮아진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가 이미

성립된 관습국제법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은 그 규범의

“위반”에 불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법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법규범과 상반되는 법규범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갖기는 쉽지

77) Alain Pellet, The Normative Dilemma: Will and Consent in International

Lawmaking, Austr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2, 1992, p. 36.
7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Germany v. Netherlands/Denmark), ICJ

Reports(1969),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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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국가가 어떤 법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관습국제법에 대한 법적 확신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Armed

Activities in Nicaragua 사건에서 ICJ도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

다79).

앞서 살펴보았듯 국가원수에게 일반적으로 물적 면제와 인적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확립된 관습국제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습국제법을 깰

만한 관행의 형성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근 국제공동체가 다

원화되면서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80) 더욱 그렇다. 설령 몇몇 국가들이 기존의 관습국제법에 상치

되는 행동들을 하더라도, 이들 국가들이 법적인 확신에 기해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치 때문에 위반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것인지81) 알기는 어렵다. 설령 이들 국가들이 법적 확

신을 가지고 상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해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위 행동을 국제관습법을 성립시키는 관행이라 보

기는 어렵다82).

나. 현대국제법에서의 법적 확신의 발견방법

그래서 최근에는 법적 확신을 국가들의 실질적인(concrete)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결의, 다자조약 등 국제문서에서 추출할 수 있

79)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ICJ Reports(1986), p. 98.
80) Antonio Cassese and Joseph H. H. Weiler ed., Changes and Stability in

International Law-making (Walter de Gruyter, 1988), p. 10.
81) Eric A. Posner and Jack L. Goldsmith,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Between Modern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0, No.2, 2000, p. 654.
82) Malcolm Shaw,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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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83)8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ICJ도 이러한 변

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ICJ는 위 판결에서 다자조약이 그 자체로

관습법으로 응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5). 구체적으로 ICJ는

위 다자조약이 (i) 그 조항이 “일반적인 법의 규칙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규범적 성격의 것일 것”, (ii) 당해 문제에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갖는 국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국가들이 당해 조약의 당

사국으로 참여할 것 (iii) 각국의 관행이 그러한 법원칙에 대한 일반적

승인을 나타낼 정도로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의 요

건을 충족하면 그 자체로 관습국제법을 창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6).

Nicaragua 사건에서도 ICJ는 분쟁당사국들의 “규범의 내용에 대한 공통

된 의견”이 무엇인지는 관습국제법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라

고 하였다87).

이러한 경우 다자조약, 국제결의의 존재 외 국가관행의 증거는 덜 엄

격히 요구되게 된다88). Cassese는 다수의 국가 또는 국가 이외의 국제

83) Ibid., p. 88.

84) “이들 문서들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규범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

고, 나아가 이 규범에 대한 법적 확신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위 국제기구의 결

의를 바탕으로 법적 확신을 끌어내고 나면, 후속관행이 위 법적 확신과 일치되

면 관습국제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습국제법 성립여부의 검토방식

이 이처럼 변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관습국제법의 형성방식이 변했다는 점도

한몫한다. 다자외교가 발달된 대신 소수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일정한 법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와 지지가 도출

되거나 확인된 후” 그 실행이 뒤따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정인섭, 상게서,

p. 39 참조.

85) Roozbeh B. Bak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Old

Challenges and New Debat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 1, 2010, p. 180.

86) supra note 78, p. 42.
87) supra note 79, p. 98.
88) Antonio Cassese, The Martens Clause: Half a Loaf or Simply a Pi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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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체들이 “어떤 원칙이나 규범의 구속력 또는 국가가 이를 준수하여

야 할 사회적, 도덕적 필요성 등에 대하여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이런 법적 견해를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국가관행이 없거나, 전혀

관행이 없는 경우조차도 이러한 원칙이나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89)라고 쓰고 있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도 이와 같은 검

토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ICJ는 관습국제법 성립의

판단방법으로 “국가들의 법적 확신에 기한 규범이 국가관행에 의해 확인

될 것(the existence of the rule in the opinio juris of States is

confirmed by practice)”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90).

그러나 그 반대로,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되는 국제문서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단지 관습국제법을 집행하지 않았던 소수의 기권사례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어떤 관습법에 대한 법적 확신을 추단할 수 없다91)92). 이 경

우에는 관습국제법의 성립 여부는 관행에 법적 확신이 게재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는 형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기구의 결의가 상당한

반대 속에 채택된 경우에도 이로부터 법적 확신을 추단하기 어려울 것이

다93). 이 경우 해당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법적 확신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the Sk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No. 1, 2000, p.

214.

89) Antonio Cassese, 강병근 역, 『국제법』, 제 3판 (서울, 삼우사, 2014) p.

205.

90) supra note 78, p. 42.
91) Adam Day, Crimes Against Humanity as a Nexus of Individual and

State Responsibility: Why the ICJ Got Belgium v. Congo Wrong,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3, p. 497.
9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ICJ Reports(2002), Judgment, p. 143.
9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Reports(1996),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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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 면제의 경우

가. 법적 확신의 존재

위의 기준으로 평가해봤을 때, 국제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

물적 면제를 배제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법적 확신을 표명하는 다수의 국

제문서가 나와 있으므로, 그 규범의 관습국제법성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

할 수 있다. 뉘른베르크재판소헌장(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제 7조는 “피고인은 그가 국가원수, 행정각부의 책임있는 공무

원, 여타 공적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받거나 처벌을 감

경받지 아니한다(The official position of defendants, whether as Heads

of States or responsible officials in government Departments, shall not

be considered as freeing them from responsibility or mitigating

punishment)"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국제범죄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irrelevance of official capacity)을 규정하게 된다.

뉘른베르크재판소헌장에 따라 설치된 뉘른베르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mberg)는 1946년 10월 1일 헤르만 괴링을 비

롯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서,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서 개인의 형사책임

과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을 천명하게 된다:

“ 국가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원칙은, 국제법상 형사처벌

을 요하는 행위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범죄를 범한 자들은 자신들

의 공적 지위의 배후에 숨어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94)

94)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judgment of 1 October 1946, in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Part 22 (22nd August, 1946 to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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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적어도 국제법상 심각한 범죄(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law)에 대해서는 물적 면제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

이며 그것이 타당하다95). 이 원칙은 1946년 UN총회 결의안 95(I) “뉘른

베르크헌장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상 원칙의 확인(Affirm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ILC는 1950년 동일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UN총회는 이른바 뉘른베르크 제 III원칙을

통해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을 천명하였다.

제 3원칙: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가 국가원수

또는 책임 있는 정부 공무원으로서 그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국제법

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96)

그리고 국제르완다형사재판소규정(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제 6조 제2항은 “피고인은 그가 국가원

수, 정부수반, 책임있는 공무원, 여타 공적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거나 처벌을 감경받지 아니한다(The official position of

any accused person, whether as Head of State or Government or as

a responsible government official, shall not relieve such pers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r mitigate punishment)”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

제구유고형사재판소규정(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October, 1946), p. 56.

95) See Cassese and Gaeta ed., supra note 76, p. 241-242; Dapo Akande,
supra note 35, p. 420.
9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0, Vol. II,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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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ormer Yugoslavia) 제 7조 제2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로마규정 제27조 제1항을 입안하는 데 있어

서도 협상자들 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이는 뉘른베르크 III원칙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로 국가들 간에 위 원칙에 대한 합

의가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나. 국가실행의 확인

공적 지위에 있는 자 역시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관념은 국가실행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Pinochet 사건이

다. 이 사건에서 Phillips of Worth Matravers 판사97), Millett판사98),

Hutton 판사99)는 국제범죄에 대한 물적 면제 내지 국가행위이론을 배제

하는 국제법의 발달에 주목하였다. 또한 Eichmann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판시 역시 국가행위이론이 중대 국제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100)101). 따라서 Nicaragua 사건에서 ICJ가 판시한 대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가 국가들의 실행에 의하여 확인(confirmed by practice)되고

97) Opinion of 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 in supra note 42, p. 356.
98) Opinion of Lord Millett, in supra note 42, p. 340.
99) Opinion of Lord Hutton, in supra note 42, p. 326.
100) Eichmann v. Attorney-General, Supreme Court of Israel, Criminal
Appeal 336/61, Judgment of 29 May 1962, para. 14.

101) 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현직 외무장관이 누리는 인적 면제를 인

정하면서, 그 외무장관이 재임 중 행한 사적인 행위(acts committed in private

capacity)에 대해서는 그 외무장관이 퇴임한 후에는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판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사적 행위에 과

연 국제범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CJ의 이러한

판시는 Watts 등이 주장한 이론, 즉 국제범죄를 국가의 행위로 보는 것은 국가

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범죄는 국가의 행위가 아니라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Cassese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면서 ICJ의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시는 종래 고문을 “사적 행위”로 보았던 미국 법원의 판

례에 기초한 구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Cassese, supra note 21, p. 86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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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3) 인적 면제의 경우

가. 국제문서의 부존재

물적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제문서들이 축적되어 온 것과는 다르

게, 인적 면제를 배제하는 국제문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102). 뉘른베르크

재판소헌장 제 7조에 규정된 물적 면제의 배제조항은 ICTR에 이르기까

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 각종 국제문서에 삽입되었으나, ICC에 이르

러서야 이 조항과는 별개로 인적 면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을 뿐

이다103). 또한 국가원수가 국제법상 범죄를 범했다고 하여 그 국가원수

의 외교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물적 면제와는

달리 인적 면제를 제거할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104).

이에 대해서는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이 총 102국에 의해 승인된 국

제규범이므로, 그로부터 관습국제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존재

한다105).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ICJ가 North Sea Continental

Shelf에서 제시한, 조약규정이 짧은 시간 내에 관습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은 위 요건을 충족

하지 않는다. 우선, 당해 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수단과 같이 ICC관할범죄가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들도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 중국과 같이 국제적 군사활동

을 통하여 ICC관할범죄를 범할 위험에 노출되는 국가들도 참여하지 않

102) Boschiero, supra note 11, p. 639.
103) Akande, supra note 35, p. 420.
104) Van Alebeek, supra note 21, p. 266.
105) Ibid.,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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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은 “특별히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를

포함한 관계국들의 참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둘째, “광범위한 수의 국가”들이 참여했는지도 의문이 있다.

Schabas는 102개국이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의 수이기는 하나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

행의 “일반성”에 의문을 제기한다106). 또한 Al-Bashir에 대한 인적 면제

를 배제한 ICC전심재판부의 결정 이후 아프리카연합은 지속적으로 반대

를 표명해 왔다107). 따라서 다수의 국가들의 로마규정 가입으로 인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인적 면제를 배제하는 관습국제법이 성립하였다는 주장

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심지어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문서들도 존재한다. 국제법학회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제범죄에 있어서의 국가

및 그 대표자들의 면제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the Immunity of

Jurisdiction of States and of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State

in case of International Crimes) 제 3조 제1항에서도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공무원은 ”인적 면제 외(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immunity)“

다른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108).

106) William A. Schabas, Obama, Medvedev and Hu J intao may be

Prosecuted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Trial Chamber Concludes,

PhD Studies in Human Rights, 11 December 2011, available at:

http://humanrightsdoctorate.blogspot.kr/2011/12/obama-medvedev-and-hu-jinta

o-may-be.html [ 2015년 10월 28일 최종방문 ]

107) African Union, Press Release N002/2012, On the Decisions of the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ursuant fo

Article 87(7) of the Rome Statute on the Alleged Failure by the Republic of

Chad and the Republic of Malawi to Comply With the Cooperation Requests

Issued by the Court With Respect to the Arrest and Surrender of

President Omar Hassan Al-Bashir of the Republic of Sudan, p.2 참조.

http://humanrightsdoctorate.blogspot.kr/2011/12/obama-medvedev-and-hu-jintao-may-b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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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실행의 확인

이처럼 물적 면제와 인적 면제를 구분하는 국제문서의 분류방식은

국가관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Pinochet사건과 Arrest Warrant사건에서

도 물적 면제와는 별도로 국제범죄에서 인적 면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다109). 또한 양자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배

제가 후자의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Browne-Wilkinson이 언급하였듯110), 물적 면제와 인적 면제는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물적 면제의 배제가 바로 인적 면제의 배제로 이

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인적 면제를 함부로 배제

할 경우 이는 국가들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오히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첨언한다111).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Muammar Gadhafi, Slobodan Milosevic,

Charles Taylor, Laurent Gbagbo와 같은 국가원수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여타 다른 재판소들에 의해 처벌을 받은 관행을 그 반증으로 든다. 이들

관행의 축적으로 인적 면제의 박탈이 하나의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

는 것이다112). 그러나 이들 선례들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면제를 박

108)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Third Commission, Resolution on the

Immunity of Jurisdiction of States and of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State in case of International Crimes (Rapporteur: Lady Fox), p. 3.
109) Opinion of Lord Millett, R. Bow Street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 inochet (No. 3), [1998] UKHL 41; 3 W.L.R. 1456 (H.L.
1998), in Reed Brody and Michael Ratner ed, supra note 41, p. 337; supra
note 28, p. 25.
110) Princeton Project on Universal Jurisdiction, supra note 47, p. 49,

footnote 21.

111) Ibid.

112) Morten Bergsmo and Ling Ya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Torken Opshal Academic Publisher, 201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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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한 사례로 보기에는 난점이 많은 사례들이다. 하나씩 살펴본다.

1) Milosevic 사건

세르비아의 전직 대통령인 Slobodan Milosevic는 1999년 5월, 코소

보에서의 제노사이드 등의 혐의로 ICTY 소추관에 의해 기소되었다113).

재판과정에서 Milosevic는 자신이 세르비아의 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재판소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ICTY규정

제 7조 제2항이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관습국제

법을 반영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Milosevic의 항변을 기각하였다114).

Milosevic의 항변이 기각되는 과정을 보면, Milosevic사건이 인적

면제의 배제에 관한 관습국제법 성립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ICTY나 세르비아가 인적 면제의 제거에 있어 법

적 확신을 가지고 상기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Milosevic 측은 Milosevic가 세르비아의 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재판

소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현직 국가원수로

서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다115). ICTY가 Milosevic의 항변을 배척하

는데 활용한 근거들 또한 물적 면제의 배제에 관한 국제문서들이었다.

따라서 Milosevic 사건을 국제범죄에 있어서 인적 면제의 배제에 대한

관습국제법의 증거라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113) John King et al., “Milosevic indictment makes history“, CNN News,

May 27, 1999, available at:

http://edition.cnn.com/WORLD/europe/9905/27/kosovo.milosevic.04/ [2015년 10

월 29일 최종방문]

114)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Prosecutor

v. Slobodan Milosevic, Case No. IT-99-37-PT, Decision on Preliminary

Motions, paras. 27~32.

115) Ibid.

http://edition.cnn.com/WORLD/europe/9905/27/kosovo.milosevi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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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bagbo 사건

코트디부아르의 전직 대통령인 Laurent Gbagbo는 코트디부아르 내

전 중에 인도에 관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ICC는 2011년

11월 23일 Gbagb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30일

ICC로 그 신병이 인도되었다. 2015년 11월 10일 Gbagbo에 대한 첫 재판

이 비로소 열렸다.

여기서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과연 이 사건을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인적 면제를 배제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면제를 배제한 사례라면 인적 면제의 배제에 대한 관행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Gbagbo가 ICC의 관할권 행사 당

시 전직 국가원수였는지가 문제된다.

Gbagbo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그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언제

상실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가 체포 당

시 현직 국가원수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0년 11월

28일 코트디부아르 대선에서는 Gbagbo와 Alassane Ouattara가 맞붙었

는데, 대선 직후 코트디부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Ouattara가 54.1%의 득

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116). 그러나 코트디부아르 헌법위

원회가 선거 및 개표부정을 이유로 선거무효를 선언하자, Ouattara와

Gbagbo는 각기 취임선서를 하고 서로가 코트디부아르의 대통령임을 주

장하였다117). 이처럼 대통령승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와중에, 2011년

4월 11일 친 Ouattara 세력이 UN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Gbagbo의 신

116) Kamara, Ahmed M, "Alassane Ouattara has been declared winner of

the Ivory Coast presidential election". Newstime Africa, 3 December 2010.
117) "UN urges recognition of Ouattara as Ivory Coast leader". BBC News.

20 December 2010.



- 42 -

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118). 코트디부아르가 ICC에 인도를 할 수 있

었던 것도 Ouattara가 Gbagbo를 체포함으로써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실

효적 지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ICC가 Gbagbo에 대하여 관할권을 최초로 행사한 시점은 그에 대

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11년 11월 10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그가 현직 국가원수였는지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실질적 지배

(effective control)를 갖고 있는 세력을 정부라고 보는 견해119)에 의하면

Gbagbo는 이미 전직 국가원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만일 코트

디부아르의 헌법적 절차를 사실적 판단기준120)으로 사용할 경우, 헌법위

원회가 Ouattara가 승리한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아직 국가원수

는 Gbagbo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정부를

그 국가를 대표할 정부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며121), 그것이 Tinoco 사

건과 Estrada 독트린으로 이어지는 정부승인에 있어서의 국가주권 및 이

념적 다원주의122) 존중 경향에도 부합한다123). 이에 따라 Gbagbo의 체

포 당시에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Ouattara

를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원수로 봄이 타당하다.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

118) "Ivory Coast's Gbagbo Captured at Presidential Compound | West

Africa | English". Voanews.com, 11 April 2011.
119) Anne Sluit, Recognition of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Recent Conflict in Libya,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Vol. 14,

2012, p. 388.

120) Ibid., p. 390.

121) 김대순, 상게서, p. 490~492.

122) Brad Roth, Secessions, Coups and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ssessing the Decline of the Effective Control Doctrine,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2010, p. 30.
123) 김대순, 상게서,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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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Gbagbo를 국가원수로 보기에는 다소 난점이 있는데, 당시 코트디

부아르 헌법위원회는 Gbagbo에 의해 장악된 기구로서 그 정당성에 의문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124). 그리고 당시 이웃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 등

주요국들이 Ouattara의 정부를 승인했던 점까지 감안하면, Gbagbo가 현

직 국가원수로서 ICC에 인도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Gbagbo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

권 행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면제규칙의 적용

이 배제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ICC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은 내용의 관습국제법에 맞는 관행이라 할 수 없다.

3) Gaddafi 사건

리비아의 혁명평의회 의장 Muammar Gaddafi는 2011년 리비아 내

전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1년 6월 27일 ICC

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Gaddafi는 당시 리비아 헌법상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았음은 물론,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가지

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23일 수도 트리폴리가 반군에 의해 함락

됨에 따라 Gaddafi는 실효적 지배를 상실125)하였고, 2011년 11월 22일

그가 살해됨으로써 ICC는 Gaddafi사건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Gaddafi 사건의 선례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국가원수로서

의 그의 지위가 다소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국가원수의 주요 권한으로

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및 전쟁선포권 등이 있는데126), 리비아 헌법상 이

러한 권한은 혁명지휘위원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에 있었

124) Christophe Koffi, "Ouattara named winner of Ivory Coast election",

AFP, 2 December 2010.

125) "Gaddafi's Last Stand in Sirte", allAfrica.com, 27 October 2011.
126) Watts, supra note 2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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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7). 만일 이 위원회를 Gaddafi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헌법상 국가원수가 명기되어 있는 이상 이를 배제하고 배후의 실

권자를 국가원수로 보는 것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설령 Gaddafi가 체포영장 발부 당시 리비아의 현직 국가원수

라 하더라도, 위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채 Gaddafi의 사망으로 사건

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관행으로서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ICC라는 국제기구의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리

비아측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국가관행”의 증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Taylor 사건

라이베리아의 Charles Taylor 대통령에 대한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이하 SCSL)의 판결 역시 상기 관습국

제법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첫째, Taylor는 체포 당시인

2006년 3월 29일에는 라이베리아 헌법에 따라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Ellen Johnson Sirleaf가 그 후임자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

태였다128). 따라서 Taylor에 대한 체포 및 관할권 행사 역시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체포 및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 둘째, SCSL이 Taylo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한 근거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면제규칙을 배제

하는 관습국제법이 성립했거나 성립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SCSL은 자신을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재판소라고 정의한 후에 이러한

127) Salvatore Zappala, supra note 27, p. 596.
128) Sarah Williams and Lena Sherif, "The Arrest Warrant for President

Al-Bashir: Immunities for Incumbent Heads of State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Vol. 14, No.1, 2009,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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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대해서는 면제규칙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

다.

3. 국제재판소에서의 면제규칙 적용의 문제

(1) 국제재판소의 면제규칙 미적용에 대한 이론적 주장

Gaeta에 의하면, 국제재판소에서는 면제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ICC는 피의자가 ICC당사국 국적이든 ICC비당사국 국적이든 관계

없이(즉, 제27조가 조약규정으로서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Gaeta는 그 근거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든

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면제규칙은 국가와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에

서 적용되는 것인 반면, 국제재판소와 국가 간의 관계는 그러한 수평적

관계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므로 면제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다. 국가원수면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들의 주권존중의 한 표현이

자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외교적 기능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129)

이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타당할 뿐이며 국가와 국제

재판소의 관계에서까지 국가원수면제 여타 면제규칙이 적용될 이유는 없

다.

둘째, 형사재판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실행이다. 대표적 실행의 사례

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이하 SCSL)

에서의 Charles Ghankay Taylor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라이베리아의

현직 국가원수인 Taylor에 대한 기소(indictment)가 면제규칙을 위반한

129) Paola Gaeta, Does President Al-Bashir Enjoy Immunity from Arrest?,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7, No.2, 2009,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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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재판부는 Taylor의 면제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근거로 1) SCSL은 국제적 성격을 지닌 재판소이므로 면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2) 국제범죄에 있어서 면제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관

습국제법을 들었다130). ICTY도 Milosevic 사건에서 기소 당시 Milosevic

이 세르비아의 현직 국가원수였음에도 관할권을 행사한 바 있다131).

셋째, Arrest Warrant 사건에서의 ICJ의 태도이다. 이 사건에서 ICJ는

현직 외무장관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예외

없는 면제를 누린다고 판시하면서, 그 방론(obiter dictum)으로서 “특정

한 국제재판소가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을 경우 그 재판소는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32). 앞서 Taylor사건에서도 ICJ

의 이같은 태도를 인적 면제를 부인하는 한 가지 근거로 든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ICJ에 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한 두 명의 국제법 학자

역시 이를 주된 근거로 들어 Taylor가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133).

(2) 이론적 주장에 대한 반박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국제법상 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째,

국제재판소가 갖는 관할권 역시 국내재판소가 갖는 관할권으로부터 유래

했기 때문에, 국내재판소에 대해 적용되는 면제규칙이 국제재판소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쉬이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제재판

130) Prosecutor v. Charles Taylor, SCSL-03-01-I-059, Decision on Immunity
from Jurisdiction, 31 May 2004, p. 17~26.

131) supra note 114.
132)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ICJ Reports (2002), Judgment, p. 25
133) Prosecutor v. Charles Taylor, SCSL-03-01-I-059, Decision on Immunity

from Jurisdiction, 31 May 2004, Amicus Curiae Briefs of Phillip Sands and

Diane Orentlicher, p. 11~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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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역시 국가들 간의 조약 내지는 UN과 같이 국가들이 만든 국제기구

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134).

ICC 관할권이 결국에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관할권의 위임

(delegation)에 기초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욱 명백해진다135).

이는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규정한 로마규정 제12조의 협상경과를

보면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다136). 협상과정에서 독일은 이른바 보편관

할권의 논리에 따라, 모든 국가는 4대 핵심범죄(four core crimes)에 관

하여 피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범죄발생지와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피의자국적국의 동의 없이

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은 양자의 절충안

으로서 피의자국적국, 피해자국적국, 범죄발생지국, 구금국 중 한 국가가

ICC관할권을 수락했거나 로마규정 당사국인 경우에는 ICC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137). 한국안은 ICC가 속인주의(피의자국적

국), 속지주의(범죄발생지국),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국적국)에 기초한

국가의 관할권을 위임(delegate)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결국 최종

초안에서 피의자국적국 그리고 범죄발생지국이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

였을 것이 ICC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채택됨에 따라138), ICC관할권

134) Dapo Akande, supra note 35, p. 417.
135) Dapo Akande, supra note 59, p. 228. 최태현, 상게논문, p. 283에서는
Pinochet사건이 보편주의의 적용 역시 국가들의 관할권설정행위에 의존한다

는 점을 확인한다고 적고 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보편주의의 적용에 관하

여, 첫째, 보편주의의 적용은 보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둘째, 보편주의를 규정한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편주

의는 협약이 발효한 이후 및 협약이 정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밑줄 필자 부)

136) Hans-Peter Kaul and Claus Kress, supra note 58, p. 206.
137) 최태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구도, 『국제인권법』 제 5호

(2002), p. 94.

138) Article 12(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2. In case of

Article 13, paragraph (A) or (C), the Court may exercise its jurisdiction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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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국가들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관할권의 “위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ICC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complementarity)에 따라 우선 국내재판소에 관할권 행사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내재판소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ICC가

국내재판소와는 다른 성질의 관할권을 창설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

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역시 주권평등의 원칙에 영향을 미

친다. 특히, ICC의 경우 재판소는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국가들의 협력에 상당부분 의존하며139), 이에 따라 로마규정은 제 9부에

당사국들의 구속력 있는 일련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

술하겠지만, 이러한 협력의무는 국가원수면제를 무시하고 타국 국가원수

를 ICC에 인도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국가들 간의

주권존중의 원칙에 영향이 가게 되며, 이 점에서는 국내재판소가 관할권

을 행사하는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제재판소

가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국가들 간 주권평등원칙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논리구성은 국가면제에 대한 규칙을 국가들이 우

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140). 몇 개의 국가들이 모여 국제재

one of the following States are Parties to the Statute or have accepte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 The State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conduct in question occurred or, if the crime was

committed on board a vessel or aircraft, the State of registration of that

vessel or aircraft; (b) The State of which the person accused of the crime

is a national.

139) Phillip Wardle, The Survival of Head of State Immu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8,

2011,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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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를 설립하기만 하면 그 국제재판소는 타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서도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국가들이 자국이 갖

는 보편관할권을 위임하기로 해당 재판소와 관련된 조약에서 정한다면,

그 재판소는 제3국 국가원수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면제

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결과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성이 갖는 난점

은 Taylor 사건에서의 amicus curiae에서 확인된 바 있다141).

(3) 관습국제법의 성립주장에 대한 반박

인적 면제를 배제한 국제재판소들의 사례를 들어 국제재판소에서 면제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관습국제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역시 성

급한 일반화이다. Gaeta 등 학자들이 들고 있는 Milosevic, Gbagbo,

Gaddafi, 그리고 Taylor 사례를 하나씩 검토해본다. 우선,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국제문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에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가. Milosevic 사건, Gbagbo 사건, Gaddafi 사건

Milosevic 사건은 국제재판소에서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선례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Milosevic 사건에서 ICTY 재판부는 국

제범죄에 대해서 국가원수의 물적 면제를 배제하는 관습국제법을 원용하

140) Akande, supra note 35, p. 417

141) Prosecutor v. Charles Taylor, SCSL-03-01-I-059, Decision on Immunity

from Jurisdiction, 31 May 2004, Amicus Curiae Brief. citing Submissions of

the Amicus Curiae On Head of State Immunity(p.11~p.13): "If the Special

Court had not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situation may be materially different: for example, two States may not...

establish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the purpose, or with the

effect, of circumventing the jurisdictional immunities incumbent in nation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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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Milosevic의 면제 항변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즉 ICTY 재판부는 자

신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재판소라는 사실을 굳이 원용하지 않았다.

Gbagbo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물적 면제의 배제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례이고, ICC에서 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의 국

제재판소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적도 없다. Gaddafi 사건의 경우에는 끝

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나. Taylor 사건

위 사건들 중 실제로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국제적 성격을 들어 면제항

변을 기각한 사례는 Taylor 사건이 유일하다. Taylor 사건에서 SCSL은

자신이 안보리결의 1315라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서에 의해 설립되

었고, 시에라리온 사법체제의 일부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동 재판소

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142). 또한 ICTY, ICTR, ICC와

그 인적 및 물적 관할권의 범위가 유사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UN안보리결의 1315에 따라 체결된 UN과 시에라리온 간

조약은 UN회원국들 전부와 시에라리온 간 조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동 조약은 국제공동체의 공통된 의도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 조

약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는 당연히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어서 국제재판소에서 면제규칙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언

급한다. 먼저 재판소는 강행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CSL 설

립조약의 구속을 받는다. 그리고 면제규칙의 배제를 규정한 SCSL규정

제 6조 제2항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SCSL

142)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Decision on Immunity from

Jurisdiction, Prosecutor v. Charles Ghankay Taylor,, paras.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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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ylor에 대한 면제를 베풀 필요 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소의 논리이다.

Taylor 사건에서 재판부는 SCSL의 국제적 성격과 재판소의 설립근

거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3). SCSL은 국제기구와 국가 간 체

결된 조약에 의해 체결된 기구로서 당연히 독자적으로 국제기구이며 따

라서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 만일 재판소의 국제적인 성격만으로 면제규

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면, 상기 사항만의 언급만으로도 충분할 것

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에 그치지 않고 SCSL이 UN헌장 제 7장상 권한

발동에 의해 태어난 재판소라는 점을 강조한다144). 이는 재판소의 국제

적 성격보다는, 안보리결의가 갖고 있는 구속력에 논증을 기대려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안보리결의 1315를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습국제법이

창출될 수 없다. 안보리결의 1315는 시에라리온에서의 일련의 사태에 대

응하기 위한 재판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

응하는 결의에 해당한다. 이것은 안보리결의 1373 전 안보리결의의 원칙

적인 모습이기도 하다145). 따라서 안보리결의 1315는 일반적인 성격의

법규범을 창출하려고 의도된 문서가 아니므로146), 이에 기초하여 관습국

143) Micaela Frulli, The Question of Charles Taylor's Immunity: Still in

Search of a Balanced Application of Personal Immun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2, No.4, 2004, p. 1122.

144) supra note 141, paras. 37~39. 비록 SCSL은 ICTY, ICTR처럼 UN헌장 제 41조

소정의 조치에 의해 직접 창설된 재판소는 아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SCSL의 창설은 적

어도 제39조 소정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볼 수 있고, 사후 국

가들로 하여금 동 재판소에 대한 승인을 촉구함으로써 제 41조상의 조치 역시 발동하였

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145) Eric Rosand, The Security Council as Global Legislator: Ultra Vires or

Ultra Innova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8, No. 3, 2004,

p. 567.

146) supra note 7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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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이 창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집행하는 안보리결의에

의해서도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만일 재판소의 주장처럼 안보리결의 1315가 SCSL이 갖는 관

할권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가정하면, Taylor 사건은 국제재판소의 면제

규칙을 배제하는 관행의 일부라고 보기 힘들다. 재판소의 논증에 의하면

SCSL은 ICTY처럼 그냥 안보리결의의 집행기관일 뿐이기 때문이다147).

아울러 UN안보리결의 1315의 경우에는 주요 국제범죄에 대해서 인적

면제를 배제할 것을 권고(recommend)하는 규정을 본문에 명문으로 두고

있다148). 이것은 SCSL의 판결이 안보리결의의 집행과정일 뿐임을 증명

한다.

아울러, Taylor 사건의 판시는 애초에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새

로운 관행을 성립시키는 관행으로서의 가치가 약하다. 재판소는 안보리

의 수권을 받은 재판소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규칙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간과했다. 안보리의 수권을 받은 기관 중에는 순전히 국내

적인 성격을 띤 재판소도 있고, 이들 재판소는 국가원수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제를 베풀어야 한다. 동티모르에서의 중대범죄특별재판부

(Special Tribunal for Serious Crimes in Timor Leste)를 그 예로 들 수

있다149). SCSL은 자신이 안보리의 수권을 받은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논

증을 끝맺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ICTY의 경우처럼 면제의 수권을

받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했어야 한다. 이처럼 Taylor 사건은 존재하

는 관습법을 잘못 적용한 선례이고, 새로운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대한

147) Akande, supra note 35, p. 417.
14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15, Doc.

S/RES/1315(2000), para. 3.

149) William A. Schabas,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Is a `Tribunal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Equivalent to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 2, July 2008, p.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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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Taylor 사건은 국제재판소에서 면제규칙을 배제하는 관습국제

법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ICC가 말하는 4개의 사례

모두 관행이나 법적 확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다.

(4) 체포영장사건에서의 ICJ의 판시에 대한 평가

ICJ가 Arrest Warrant에서 언급한 방론(obiter dictum)을 국제재판소

에서의 무조건적인 면제규칙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ICJ는 특정한 국제재판소의 경우 면제규칙의 적

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을 것

(where they have jurisdiction)”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게재150)한다.

국제재판소에서의 관할권은 조약이나 안보리결의 등 일정 국가들 간 합

의의 산물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 조약이나 안보리결의는 해당 국제재판

소가 관할권을 갖는 인적 및 물적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에 관할권을 배제하는 규범(면제규칙과 같은)을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에 대해서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ICJ의

방론은 “관할권을 설정하는 국제문서가 면제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

우”에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151). 이는 국제

재판소에서의 면제규칙 적용 여부는 관습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달린 것

이 아니라 당해 재판소를 규율하는 법률문서(legal instrument)의 문언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확인해줄 따름이다.

150) supra note 27, p. 26.
151) Dapo Akande, supra note 3,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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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따라서 국제재판소에서는 면제규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IV. 결론

상기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규정 제27조가 국가원

수의 물적 면제뿐만 아니라 인적 면제까지 제한하는 규정인 것은 맞다.

둘째, 그러나 제27조는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적용되는 규

정으로서, 제27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ICC의 관할권 성립여부를 우선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그리고 제27조 중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원

수에 대하여 물적 면제를 제거하는 부분은 이미 관습국제법화되어 비당

사국에도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그러나 현직 국가원수

의 인적 면제까지 박탈하는 관습국제법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ICC의 초기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가

지로 정리된다. 첫째, ICC는 왜 자신이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

는지를 충분히 논증하지 않았다. 로마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

로 적용하면, Darfur에서의 범죄행위는 수단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의자인 Al-Bashir역시 수단 국적이므로, 수단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이상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분명 면제의 문제는

관할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ICC가

Al-Bashir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근거를 명쾌히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 길은 로마규정 제 13조 (b),

UN헌장 제 7장에 따른 안보리결의를 통하는 것인데, ICC는 안보리결의

1593으로 인해 자신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 55 -

지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ICC가 “국제재판소에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

로 든 근거들은 상기 관습국제법을 성립시키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거나,

아니면 물적 면제의 제거와 관련된 증거들이다. Taylor사건의 경우 국제

재판소에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사

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Taylor사건에서 SCSL이 면

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법적 근거는 안보리결의 1315였지 관습국

제법이 아니었다. ICC가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뉘른베르크 III원칙,

ICTY 제 6조 등은 국제범죄에 대해서 물적 면제가 일반적으로 배제된

다는 근거이지, 국제재판소에 한정하여 면제규칙 전반이 배제된다는 근

거로 쓸 수는 없다.

셋째, ICC는 물적 면제와 인적 면제의 구분을 소홀히 하였다. 인

적 면제는 외교적 기능보장에 그 초점이 맞춰진 면제로서, 국가원수의

행위는 곧 국가로 귀속된다는 논리에 기초한 물적 면제와는 이론적 근거

가 다르다. 따라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물적 면제를 배제하는 관습국제법

적 근거들을 가지고 인적 면제 역시 제거되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ICC는 이 양자의 구분을 엄밀히 하지 않고 논증을 전개하는 오

류를 범하고 있다.

제 3 절 체포로부터의 면제

I. 로마규정 제98조와 제27조의 충돌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ICC는 로마규정 당사국의 현직 국가

원수, 전직 국가원수 모두에 대해서 면제규칙의 방해를 받지 않고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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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관할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로마규정 비당사국

에게 ICC관할권이 미친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로마규정 비당사

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ICC는 비록 관할권이 미치더라도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ICC가 관할권을 유효하게 행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ICC가 그 국가원수의 신병을 인도받아야 한다. 그

렇지 못할 경우 ICC는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몇몇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152) 이러한 문제는 덜할 것이다. 그러나 ICC는 결석재판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153), 피의자/피고인의 신병을 인

도받지 아니하고서는 관할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 만일 ICC가 국가들로부터 독립되고 확립된 영장집행절차 및 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154) ICC는

독립된 집행절차를 갖고 있지 않아 결국 국가들의 사법협력에 신병확보

를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7조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

가 초래되는 것이다.

만일 문제의 국가원수가 자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법적

문제는 덜할 것이다. 이 경우 그 국가가 로마규정 당사국이라면 로마규

정 제89조에 따라 인도요청을 하면 될 것이고, 그 국가가 로마규정 비당

152)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77조를 들 수 있다: 제 277조 (경미

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153)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서울, 법문사, 2013), p. 300.

154) 물론 이 기관의 관헌들이 국가에 진입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협약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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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상 제8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문제

는 그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을 방문하고 있는 경우이다.

Al-Bashir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면제문제는 이런 경우에 발생

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원수의 국적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의 국제

법적 의무를 거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CC는 그 국가원수가 제3국

에 있을 때 그 신병을 확보하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 제3국이 과연 자국의 면제존중의무를 들

어 ICC의 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그 제3

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이라면, 그 제3국은 ICC에 대해서 그 국가원수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와 동시에 그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갖는 국

가원수면제를 존중할 의무도 부담한다. 만일 그 국가원수가 전직 국가원

수라면 그 제3국은 국가원수의 국적국에 대해서 면제존중의무를 부담하

지 않을 것이나, 그 국가원수가 현직에 있다면 그렇지 않다. 이 때 양 의

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

다.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로마규정 제98조

제1항인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판소는 피요청국이 자국의 국제법상 제3국에 대한 면제존중의무

를 위반하게 만드는, 체포, 인도 또는 협력요청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

나 재판소가 그 제3국의 협조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즉 제9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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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원수 국적국에 대한 면제존중의무를 내세워 ICC의 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155). 나아가 제98조의 문언상 ICC는 상기 규범의 충돌상

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인도요청을 발부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런데 이는 4대 국제범죄(four core crimes)에 대해서 면제규칙의 적

용을 배제하여 불처벌의 관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27조의 규정취지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국가의 국가

원수가 ICC관할대상범죄를 범한 후, 어떤 계기에 의하여 자국이 아닌 제

3국에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된다. 이때 ICC, 피의자인 국가원수의

국적국, 그리고 그 피의자가 소재한 피인도요청국 사이의 삼각관계를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인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이

라면, (i) 당해 국적국과 ICC 간의 관계에서는 로마규정 제27조가 적용되

므로, ICC는 비록 피의자가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

다. 그런데 (ii) 당해 국적국은 그 국가원수가 소재한 제3국에 대하여 자

국 국가원수의 면제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누리고, 피인도요

청국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iii) 그러나 피인도요청국도 만

일 로마규정 당사국이라면, 로마규정 제89조에 따라 ICC에 피의자의 신

병을 인도할 의무를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iv) 로마규정 제98조는 (ii)

의 의무와 (iii)의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에 (ii)의 의무를 우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인도요청국은 제98조를 근거로 ICC의 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학자들은 이를 제27조와 제98조의 충돌문제라 부르게 되는데156), ICC

155) Morten Bergsmo and Ling Yan, supra note 112, p. 33
156) 물론 양자의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제98조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피의자 국가원수의 국

적국의 동의 없이는 제27조에서 꾀하는 ICC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본고에서는 양자 간 충돌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채택하기로 한

다. 김준연, 『국제형사법상 “공적지위 무관련성 원칙”의 국내적 적용』,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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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l-Bashir 체포협조요청 사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재판소가 인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

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ICC가 말라위에 Al-Bashir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 말라위는 수단에 대해서 Al-Bashir의 면제를 존중해줄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관습국제법상 이 경우에는 수단이 말라위에 대하

여 갖는 면제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라위는 수단

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걱정할 필요 없이 ICC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

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국가원수면제와 관련해서는 제98조를 적용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157). 따라서 아프리카연합은 이러한 논지는 사실상

제98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한 바 있다158). 따라서 제27

조와 제98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ICC가 말하는 이 같은 관습국

제법이 실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같은 관습국제법이 실존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ICC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27조와 제98조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27조와 제98조의 조문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II. 관습국제법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1. 관습국제법 성립 주장의 검토기준

위논문, 서울대학교, p. 175-p. 177 참조.

157) Jens Iverson, The Continuing Functions of Article 98 of the Rome

Statute,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 No.1, 2012, p. 144.
158) supra note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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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항의 관습국제법성을 검토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재판

소의 인도요청 시에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습국제

법을 담은 국제문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ICC가 근거로 들고 있

는 관행들이 – 상충되는 관습국제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 관습국제

법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관습국제법 성립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ICC가 드는 논거들 중 사실과

배치되는 논거들을 배제시키고, 둘째, ICC가 들고 있는 국가관행들을 평

가하되, (i) 그 국가관행이 ICC가 말하는 관습국제법의 내용과 합치하는

지 여부 (ii) 그 국가관행에 법적 확신이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ICC가 드는 근거의 타당성

ICC가 상기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존재한다고 본 근거를 상술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원수에 대

해서는 면제규칙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둘째, 최근에 들어

국가원수를 국제재판소에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근거로

서 Laurent Gbagbo, Muammar Gaddafi 그리고 Charles Taylor에 대해

서 국제재판소에서 형사처벌을 한 전례가 있음을 들고 있다. 셋째, 로마

규정을 수락한 국가의 수가 120개 이상으로 늘었다. 넷째, 말라위가 로마

규정을 수락해 놓고 그 취지와 반대되는 면제규칙의 적용을 함께 주장하

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159).

우선 ICC가 드는 논거들 중 사실과 배치되는 논거부터 언급해 보기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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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02/05-01/09-139, p. 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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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원수에 대한 면제규칙의 적용은 물적 면제

의 경우에만 배제되어 왔을 뿐이며, 인적 면제에 대해서까지 국가원수면

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관습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CC는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면제규칙을 배제하는 근거를 그대로 가

지고 왔기 때문에, 앞서 범한 오류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떤 국가가 로마규정을 비준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국가원수면

제를 모든 국면에서 정면으로 부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장 제27

조와 제98조가 상충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로

마규정이 국가원수면제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

락에서,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의 수가 120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도

요청에 있어서의 면제와 관련된 관습국제법이 성립하였다는 논거로 들기

에는 부적합한 것이다.

ICC가 들고 있는 논거들 중 관습국제법상의 “관행”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 몇 명의 현직 국가원수들이 국제재판소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뿐이다. 그러나 그 개별 사례들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이들 사례로부터 ICC의 인도요청과 관련된 관습국제법을 도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ICC가 들고 있는 사례들 중 Laurent Gbagbo의 경우를 살펴본다.

Gbagbo의 체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ICC가 말하는 관습국제법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첫째, Gbagbo의 체포는 ICC가 주장하는 관습국제

법의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Gbagbo는 체포 당시 라이벌인

Ouattara에게 정권을 빼앗긴 국가원수였기 때문에, 현직 국가원수에 대

한 체포협력과 이 사안은 애초에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Gbagbo에 대한

체포는 제3국이 아닌 코트디부아르 내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3국

의 면제존중의무가 문제되는 Al-Bashir 사안과는 애초에 다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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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것이었다.

Gaddafi사안 역시 적절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첫째, 이 사안 역시

ICC가 주장하는 내용의 관습국제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하였듯

Gaddafi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애매하고, 또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적

어도 2011년 8월 이후에는 전직 국가원수로 보아야 한다. 둘째, Gaddafi

의 경우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1년 10월 20일 사망하였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새로운 관습국제법을 형성할 만한 어떤 관행이 행해질 여지

도 없었다. Taylor 사건 역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가 문제된 사건

도 아니었다.

따라서 ICC가 원용하고 있는 관습국제법 성립의 증거들은 ICC의 주장

을 뒷받침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ICC가 말하는 내용의 관습국제법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27조와 제98조 간의 상충문제는 양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해

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각 조항의 상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

한 해석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III. 조약의 해석을 통한 해결방법

1. “Third State”의 의미를 축소하는 견해

이러한 해석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제98조상의 "third State"는 로마

규정 비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국적국

이 로마규정 당사국인 경우에는 제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인

도요청국은 제98조를 원용하여 ICC의 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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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라면 제

98조가 적용되어, 제3국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그 근거로는 조약법협약 제 2조 제1항 h호를 드는데, 여기에는 “third

State"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State not party to the treaty)"라

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160). 또한 제98조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ICC

의 인도요청에 대한 협조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

정이므로, Third State의 의미를 좁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다161)162).

이같은 견해는 기본적으로 제98조가 입법된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제98조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이 협력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체포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면제

규칙과 체포의무 간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163).

당시에는 국가원수면제가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완전히 배제되는지 여부

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국가원수는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일체

의 면제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98조는 국가원수면

제 외 다른 면제와 체포의무 간 충돌상황을 해결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

였다164). 이를테면 국가원수가 외교공관에 소재하고 있어서,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이나 외교면제가 문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제98조는

국적국 밖에 있는 공무원이나 외교관, 사인에 대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면제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165), 여기서 “국적국 밖“을 ”

160) Otto Triffterer, supra note 62, p. 1606.
161)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supra note 76, p. 994.
162) Bergsmo and Yan, supra note 112, p. 233.
163) Ibid.

164) Ibid.

165) Jens Iversen, The Continuing Functions of Article 98 of the Rome

Statute,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 No.1, 2012,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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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 좁혀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해석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결국 이로써 충돌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제98조를 원용하여 ICC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는 것 외에는 없다. 인도를 요청받은 제3국이 상충하는 의무 중 어느 의

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 견해는 주지 못한다. 결국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충돌은 조약법협약 제 30조에 규정된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양 의무는 권리자가 다른 의무이므로 제 30조

제 3항 소정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양

의무는 우열관계를 가림이 없이 존속하게 될 것이고, 피인도요청국은 어

느 쪽의 의무를 이행하든 조약법협약 제 30조 제 5항에 따라 국제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 “국가 또는 외교면제”의 의미를 축소하는 견해

이 견해는 제98조상의 “국가 또는 외교면제(State or diplomatic

immunity)”에는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견

해에 의하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i) 우선 국가원수가 현직에있을

경우에는 제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98조는 국가원수에 적

용되는 인적 면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ii) 따라서

앞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피인도요청국은 제98조를 내세워 ICC의 인도요

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 근거로는 국가원수면제가 국가면제, 외교면제의 근거를 모두 포섭

하면서 상이한 유형의 면제로 발전하였음을 든다166). 그 구체적 근거에

166) Jens Iversen, supra note 164, p. 144; Gionata Piero Buzzini, sup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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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앞에서 국가원수면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 있

다167).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State or Diplomatic Immunity"는 그렇게

한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전술하였듯, 제98조의 의도는 로마규정 당사국

이 인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면제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제98조 제1항의 기초자들은 국제범죄를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관습국제법상 어떤 면제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168), 위 ”State or Diplomatic

Immunity“를 한정적인 규정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국가원수면제가 제외된다는 이론구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

운 해석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원수면제는 국가면제와 외

교면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또 기

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고안된 면제라는 점에서169) 국가면제,

43, p. 463.

167) See generally J. Broehmer, Diplomatic Immunity, Head of State

Immunity, State Immunity: Misconceptions of a Notorious Human Rights

Violator,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 No.2, 1999, 361-371;
J.L. Mallory, Resolving the Confusion Over Head of State Immunity: The

Defined Rights of Kings, Columbia Law Review Vol. 86, No. 1, 1986 pp.
169-197

168) Bergsmo and Yan, supra note 112, p. 232.
169)

http://www.ejiltalk.org/head-of-state-immunity-is-a-part-of-state-immunit

y-a-response-to-jens-iverson/에서 Dapo Akande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The immunity of the head of State (or other State officials) is granted

not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e head of State but is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This is why that immunity can be waived by the State. The

immunity is one which belongs to the State, it is the right of the State,

which is why the State is entitled to insist o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rules. When a State insists, in a diplomatic claim or in

judicial proceedings before an international tribunal,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immunity of the head of State (or other State official),

the State does not have to exhaust domestic remedies. This is because

the State is seeking to enforce its own rights. This is because the State

is seeking to enforce its own rights. No one suggested that the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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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면제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첫 번째 견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견해 역시 제98조가 의도하

였던 규범충돌의 해결을 완전히 도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170). 국가원수면제가 만일 제98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타국 국

가원수를 자국 영토내에 두고 있는 피인도요청국은 또다시 자국이 그 타

국에 대해 지고 있는 면제존중의무와 ICC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인도의무

간의 충돌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어느 한 쪽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결국 피인도요청국은 국가책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제2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자는 견해

세 번째 견해는 제27조 제2항이 ICC당사국의 (범죄인인도절차를 포함

한) 국내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171).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i)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ICC당사국인 경

우, 그 국가는 제3국으로 하여금 자국 국가원수의 면제를 존중해줄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국가원수에 대한 제3국의

인도절차에서도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국은

더 이상 면제존중의무와 인도의무 상의 규범의 충돌문제에 직면하지 아

니하며, 따라서 자국이 ICC에 대하여 지는 인도의무만을 이행하면 된

Congo should have first brought proceedings in Belgium before initiating

the Arrest Warrant Case dealing with the immunity of its Foreign

Minister. This is because the State was seeking to enforce its own

rights. The immunity belongs to the State.”(밑줄 필자 부)

170) Bergmo and Yan, supra note 112, p. 237.
171) Dapo Akande, The Legal Nature of Security Council Referrals to the

ICC and Its Impact on Al-Bashir's Immun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7, No.2, 2009, p. 340; Sera Williams and Lena Sherif,
supra note 128,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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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2). 따라서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ICC당사국인 경우에는, 제98조는 적

어도 국가원수면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ii) 제98조가 의미를 갖는 부분은 국가원수의 국적국이 로마규정 비당사

국인 경우이다. 이 경우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제27조 제2항을 수락한 바

없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제3국에 대하여 자국 국가원수를 인

도절차에서 면제시켜 달라거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인도요청국은

제98조에 따라 자국의 면제존중의무를 인도의무에 우선시켜 ICC의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제2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ICC와 ICC당사국 간 관계

에서 ICC당사국들 간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해

석은 로마규정의 문언적 해석으로는 외견상 도출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27조 제2항은 “면제(immunities)"가 ”ICC(the Court)"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shall not bar..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고

규정함으로써, 외견상 ICC가 ICC당사국 국가원수에 대하여 갖는 관할권

의 문제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이 ”방해하지 아니한다(shall not bar)"의 의미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다소 확장시킨다. 전술하였듯, ICC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

는 독립된 기관을 갖고 있지도 않고,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석재판

규정의 결여로 관할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ICC관할대상범죄를 범한 어떤 국가원수를 제3국에서 체포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제3국이 면제존중의무에 묶여 ICC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ICC는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제2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제”가 ICC의 관할권 행사

를 실질적으로 방해(bar)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그 국

172) Akand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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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수가 국적국 영토 내로 복귀하면 ICC는 그 국적국에 대하여 인도요

청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국적국이 자국 국가원수의 신병을

인도하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설령 그런 의지가 있는 국적국이라 하더라

도 그 국가원수는 난민을 자처하며 제3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크다173).

따라서 면제규칙이 ICC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ICC의 인도요청의 경우에 제3국이 면제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ICC

의 인도요청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27조 제2항의

목적상 본 조항은 피의자 국적국과 제3국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이에 대한 또 한 가지 근거는 제98조 제1항은 “그 제3국의 동의를 얻

은 경우(obtain the consent of that third stat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74). 제27조 제2항을 수락한 국가는 면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을 조약을 통해 동의하였으므로, 제98조 소정의 ”동의를 표한 제3국

“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9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3국은

ICC에 대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IV. 정리 및 평가

제2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견해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

으며175)176) 가장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i) 제27조 제2항은 “관할권을

173) Akande. Ibid., p. 338.

174) Paola Gaeta, Official Capacity and Immunities, in supra note 76, p.

995.

175)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 Dapo Akande, supra note
171; Sera Williams and Lena Sherif, supra note 128, p. 75; Bergsmo and
Yan, supra note 112 등이 있다.

176) Akande, supra note 171, p. 338, 각주 19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국

내입법례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Akande가 제시하고 있는 예로는 영국(2000)

의 인도전쟁범죄법(Humanity and War Crimes Act), 영국(2001)의 국제형사재

판소법(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t), 스위스(2001)의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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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가 아닌 “관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사용하

고 있다. 이는 제27조 제2항이 면제규칙이 ICC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야

기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규정임을 의미한다. (ii) 또한 이러한 해

석이 ICC관할대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극복하여 법치주의를 실

행하겠다는 ICC의 근본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가들이 이러한 목적

에 따라 자국 국가원수에 대한 인적 면제를 ICC와의 관계에서 포기하여

놓고선, 정작 ICC당사국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인적 면제를 주장하는 것

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그 인적 면제에 동의하였던 목적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채택할 경우 (i)ICC, (ii)ICC당사국인 피인도요청국, (ii) 피

의자의 국적국 간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피인도요청국

(제3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라 가정한다.

1.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당사국 국적일 경우

이 경우 그 국가원수는 현직이든 전직이든 불문하고 (i) ICC와의 관계

에서 면제규칙의 적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제27조의 적용), (ii) 또한 ICC

가 인도요청을 한 제3국에 대해서도 면제규칙의 적용을 주장하여 인도재

판이나 인도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제98조의 미적용). 즉 로

마규정 당사국들 간의 관계에서 면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인 경우

와의 협력에 관한 연방법(The Swiss Federal Law o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몰타(2001)의 국제형사재판소법(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t), 아일랜드(2006)의 국제형사재판소법(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t), 에스토니아(2003) 형사소송법 제 489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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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전직 국가원수는 ICC와의 관계에서 면제규칙의 적용을

주장하지 못한다(제27조 제1항의 관습국제법성). 또한 제27조 제1항이

국내재판소에도 적용되는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ICC가 인도요청을 한 제3국과의 관계에서도 면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러나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현직 국가원수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77), ICC와의 관계에서도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3국은 로마규정 제98조에 따라 ICC의 인도요청을 거

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ICC의 결론과는 달리,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당사국 국적인

경우와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인 경우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는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과 제98조라는 조약상 조문 간의 상호작

용의 결과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이 제98조 제1항의 적

용을 배제하는 효과를 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

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ICC는 ICC의 체포과정에서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하

였으나, 그러한 내용의 관습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4 절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살펴본 ICC의 초기 견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첫째, ICC는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이 성립하는지의 문제를 엄밀

히 논증하지 않은 채, 이를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177) Steffen Wirth, Immunities, Related Problems, and Article 98 of the Rome

Statute, Criminal Law Forum, Vol. 12, No. 4, 2001,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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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l-Bashir는 수단 국적이고, 범죄사실 역시 수단에서 일어난 일

들이며, 수단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이상 Al-Bashir 사건(case)은 로마

규정 제12조 제2항상의 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관할권이 성립하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한다. 이것은 면제 논의의

전제이자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둘째,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ICC는 인적 면제와 물적 면

제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 Al-Bashir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관습국제법과는 배치되는

태도이다. 오늘날 관습국제법은 중대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원수에 대해

서는 물적 면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적 면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CC와 같은 국제재판소에서 이러한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현재로써는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Al-Bashir의 관

할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ICC는 왜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해서 제27

조 제2항의 내용이 적용되게 되는지의 문제를 해명하였어야 했다.

여기서 조약체제로서의 로마규정이 갖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근본

적으로 Al-Bashir의 면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규정의 면제

에 관한 내용이 관습국제법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못하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약의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규범

의 괴리가 생기고 면제의 적용여부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의 극복(an end to impunity)을 위한 운동으로부터 나오는 일련의

규범들이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인다는 걸 의미한다. 오늘날의 관습국제법 형성과정은 법적 확신을

확인시켜주는 일련의 문서들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관행이 빠르게 정립

되는 과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분야나 전쟁법 분야에서의 이



- 72 -

러한 발전을 생각하면 아직 면제규칙은 국가주권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ICC는 제98조 제1항의 의미를

간과한 채 ICC의 체포과정에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관습국제법의 성립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관습국제법의 성립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현재로써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ICC는 관습국제법의 성립 여부에 논증을 의존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약해석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야 한다. 특

히 제27조 제2항과 제98조 제1항 간의 상호작용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2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당사국 국적인 경우에는

국가원수가 소재한 제3국은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인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ICC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에는 안보리결의 1593

의 효력에 기대어 Al-Bashir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확보하려 시도하

고 있다. 안보리결의 1593이 관할권과 체포 양 국면에서 면제규칙의 적

용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제3장

에서 비로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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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UN안보리결의와 비당사국 국가원수

면제

제 1 절 UN안보리결의 1593의 중심성

I. ICC의 태도 변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행사 및 인도요청을 정당화하려는 견해에는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많으며 실제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4년 Al-Bashir가 콩고를

방문하자 콩고의 Al-Bashir의 인도의무 존부가 다시금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콩고의 비협조에 대한 ICC결정문에서 ICC는 상기 문제점을 인

지한 듯, 관습국제법에 의한 해결에서 다소 벗어난 태도를 보여주게 되

었다178).

첫 번째로, ICC는 초기의 견해에서 벗어나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로마규정 당사국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

었다. 이로써 국제재판소에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ICC의 주

장은 사실상 철회되게 되었다. ICC는 이로써 발생한 공백을 안보리결의

1593의 효력을 통해 메우려 시도하였다. ICC는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하

여 제27조가 수단과 ICC 간 관계에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을 전제

로, 수단과 콩고의 관계에서 동 결의가 수단의 국가원수면제에 대한 권

리를 “묵시적으로 포기시킨 것(implicitly waived)”이라고 언급하게 된

178) Pre-Trial Chamber II, Decision on the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Congo Regarding Omar al-Bashir’s Arrest and Surrender to the Court,

ICC-02/05-01/09-195, para. 2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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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79). 여기에는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었다.

ICC의 새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안보리결의 1593

의 실제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안보리결의

1593은 제 13조 b항의 규정에 따라,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상황(situation)

을 ICC로 회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80). 즉 안보리결의 1593에서는

Al-Bashir 개인에 대한 면제의 문제는 물론이고, Al-Bashir 개인에게 관

할권이 확장되었는지의 문제조차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국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에 대한 면제를 제거하였는지의 문제는 위

결의에 대한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최근에는 안보리결의의 효력에 의존하여 Al-Bashir의 면제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ICC 최근 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안보

리결의 1593이 Al-Bashir의 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

적이다.

앞서 본고에서는 ICC의 초기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ICC가 Al-Bashir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둘째, ICC와 수단 간 면제의 문제를 검

토함에 있어 “국제재판소에서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그런 관습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인적 면제의 제거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수단과 제3국 간 면제존중의무의 존부와

관련해서 “ICC가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관습국제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해

179) Ibid., para. 29.

18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 Doc.

S/RES/1393(2005),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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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보았을 때, ICC는 피의자가 수단 등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

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비록 로마규정 당사국에 소재하

고 있더라도 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로

마규정 비당사국은 제98조 제1항상의 “동의(consent)”를 표한 바 없기

때문이다.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ICC가 면제규칙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

다고 주장하려면 위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위 결의를

통해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고찰하여야 한다.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 비로소 그에 대한 면제를 베풀 수 있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만일 Al-Bashir에 대해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Al-Bashir는 ICC의 관할권의 예외로서 관습국제법상 면제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Al-Bashir가 면제를 주장할 경우 ICC가 그 면제를 존중할

의무를 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보리가 양 당사자 간에서 면

제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만

일 안보리가 이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서 안보리가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문제된다. 안보리는

Al-Bashir에 대해서 면제규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 언

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안보리가 수단과 ICC 간 관계

에서 제27조를 적용시키려 의도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로마규정 자체를 Al-Bashir에 대한 관할권행사

의 준거규범으로 삼으려 하였는지, 로마규정 자체가 준거규범이라면 그

중 제27조도 준거규범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제27조가 적용된다고 해도 이는 ICC가 면

제규칙의 방해를 받지 않고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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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할 뿐이다. 앞서 로마규정 제98조와 관련해서 살펴보았듯,

Al-Bashir가 제3국에 있을 경우 그 제3국과 수단 간 관계에서 면제규칙

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제3국이 수단에 대해서 국가

원수면제를 여전히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되면, ICC가 그 제3국에

Al-Bashir의 인도를 요청하더라도, 그 제3국은 제98조를 근거로 들어 인

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ICC가 비록 관할권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제27조 제2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제9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된다. 만일 제98조의 적용이 제27조로 인하여 배제될

수 있다면 수단과 제3국 간 관계에서도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결

과를 낳기 때문이다.

만일 제27조가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서 곧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노사이드협약 제 6조가

범인의 인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

해 수단과 제3국 간 관계에서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리결의 1593은 수단에 대해서 재판소에 협

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181), 이로 인하여 수단이 면제규칙의 적용

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가의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i) 관할권의 성립 여부, (ii) 관할권으

로부터의 면제 문제, (iii) 체포로부터의 면제 문제로 대별하여 고찰할 것

이다. 그에 앞서 전제되는 논의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안보리결의 1593의

해석방법 문제이다. 즉 위 결의를 해석하는 데 해석하는 데 있어 조약법

협약 제 31조에 따른 조약의 일반적 해석원칙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안보리결의의 특색에 맞는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81) supra note 178,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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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안보리결의의 해석방법의 확정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된 분석의 대상인 안보리결의

1593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안보리결의의 해석방

법을 굳이 따로 논하는 이유는, 안보리결의는 조약과는 달리 그 문서에

기속되는 모든 국가들의 기속적 동의에 기초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

다182). 안보리는 제25조에 기하여 국가들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의

무를 강요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안보리결의는 상

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 간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중

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183).

따라서 이 이중적 성격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해석

방법에 대한 견해도 달라진다. 우선 기구의 결단(an institutional

decision)이라는 안보리결의의 성격을 중시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라는 안보리결의의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다184). 그 근거로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185), 그리

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법률문서만큼 정교한 자구심사를 거치지 않

는다는 점186)을 든다. Papastavridis는 안보리결의는 1) 기구 자체의 목

적 2) 회원국들 간에 그에 대해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문언에 비추는 방

식으로 안보리결의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안보리를 일종

의 해석공동체(an interpretative community)로 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182) Efthymios Papastavridis, Interpre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 Chapter VII in the Aftermath of the Iraqi Crisi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6, No. 1, 2007, p. 87.
183) Ibid., p. 88.

184) Michael C. Wood, The Interpre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 2, 1998, p. 73.
185) Ibid., p. 77.

186)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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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해석방법이다187).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결

의의 구속력 여부에 관한 Namibia 사건에서의 ICJ의 판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언을

신중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제25조상 안보리가 갖는 권한의 성질을 고

려하면, 그러한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때 해당 결의의 문언, 그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토의과정, 원

용된 헌장규정, 그리고 그 외에 안보리결의의 법적 효과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모든 정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The language of a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carefully analysed before

a conclusion can be made as to its binding effect.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powers under Article 25, the question whether they

have in fact exercised is to be determined in each case, having

regard to the terms of the resolution to be interpreted, the

discussions leading to it, the Charter provisions invoked, and, in

general, all circumstances that might assist in determining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밑줄 필자 부).

"188)

이 판시에서 ICJ가 조약법협약 제 31조 내지 제 33조에 규정된 관

187) Papastavridis, supra note 182, p. 97.
188)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ICJ Reports(1971),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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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국제법상 조약의 해석원칙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i) 결의안 자

체의 문언(terms)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ii) 문언들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 정책적인 의미를 부여

해야 한다는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

UN안보리189)의 결의에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안보리결의

해석에 있어서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190)을 최대

한 넓히기 위해서는 타협의 산물로써 생산되는 국제문서 문구의 문언적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만일 어떤 문구의 의미를 목적론

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문언적 한계를 넘어 확장시킨다면, 이는 정

치적 타협을 통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안보리결의 역시 조약법협약 제 31조 소정의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91).

ICJ의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에서는 안보리결의의 입안과정은

조약의 입안과정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약해석 외에 다른 요소를 도입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2). 그런데 Simma가 지적한 것처럼193) ICJ

는 그 고려해야 한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

다. 오히려 조약법협약 제 31조, 제 32조에 열거된 조약해석의 요소 외

189) Wood, supra note 184, p. 77.
190) Bruno Simma는 안보리결의 역시 국가들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조약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Bruno Simma,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798 참조.

191) Wood, supra note 184, p. 85.
192)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Advisory Opinion of 22 July 2010, ICJ

Reports(2010), p. 442.

193) Bruno Simma, supra note 190, p.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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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194).

Wood는 이처럼 목적론적 해석이 지나치게 중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제시한다. 비록 안보리결의가 법률문서에 비해서 그 문

구가 정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인으로서는 어떤 문구가 법률

적 효과에 대한 정교한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고려가 없

는 문구일 뿐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195). 따라서 문구의 정교성 부재를

이유로 목적론적 해석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면 해석자196)에 따라 자의적

인 해석이 나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단 주어진 문구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하고 그 한계 내에서 목적을 고려하는, 조약법협약 제 31조

에 명시된 방식의 해석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결의의 목적론

적 확장해석이 면제규칙과 같은 국제법규와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경우

엔 그러한 해석엔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197).

제 2 절 Al-Bashir에 대한 관할권 확장

I. 안보리결의 문언의 불명확성

194) Ibid.

195) Wood, supra note 184, p. 77: “On the other hand one cannot ignore (the
specific terms of a treaty); they may be deliberate or important. But how

does an outsider know? Or even an insider some time later?”(밑줄 필자 부)

196) 실제로 UN안보리결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자들이 그 권위를 달리

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Ibid., p. 80 참조.

197) Al-Jedda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In light of the United Nations’

important role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it is

to be expected that clear and explicit language would be used were the

Security Council to intend States to take particular measures which would

conflic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l-Jedda v. United
Kingdom,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eal No 27021/68, para. 102,
cited from Bruno Simma, supra note 190, p.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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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shir에 대한 면제와 안보리결의 간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는, 그 전제로 UN안보리결의가 Al-Bashir에 대한 관할권을 창설하였는

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안보리결의

1593은 Al-Bashir 개인에 대한 관할권 확장의 문제를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하고, 대신에 Al-Bashir가 관련된 다르푸르에서의 “상황(situation)”

을 ICC에 회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로마규정 제

13조 (b)항의 문언에서 기인한다. 즉 제 13조 (b) 특정 “상황”을 ICC에

회부하면 ICC는 그 상황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는 특정 개인이 아닌 상황을 ICC에 회부하게 된 것

이다.

이는 과거의 안보리결의의 태도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1999년의

UN안보리결의 1269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었던 탈레반(the

Taliban)에게 “오사마 빈 라덴을 그를 기소한 국가 또는 정의실현에 적

절한 국가에 인도할 의무(turn over Usama bin Laden without further

delay to appropriate authorities in a country where he has been

indicted...in a country where he will be arrested and effectively

brought to justice)"를 부과한 바 있고, 2005년의 UN안보리결의 1638은

라이베리아주재UN대표부로 하여금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

령)을 체포하여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로 인도할(apprehend and detain

former President Charles Taylor and transfer him to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안보리가 특정

인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문언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일부 견해에 의하면 안보리결의 1593의 문언이 이처럼 애

매모호하기 때문에, 위 결의로부터 Al-Bashir에 대한 면제를 추론하거나

관할권의 확장을 추론하기에는 힘들다고 한다198).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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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안보리는 단지 다르푸르에서의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관할권을 ICC에 부여하였을 뿐이고, 이로부터 Al-Bashir이

라는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곧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고 한다199).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개인에 대한 ‘사건(cases)’과 ‘상황(situations)’간 차

이점에 주목하여, 상황에 대한 관할권의 창설로부터 바로 사건에 대한

관할권 창설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가 이러한 형식의 결의를 하게 된 것은 로마규정 제 13조 b

에서 안보리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상황”만을 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리가 다르푸르에서의 상황을 회부

한 것이 ICC의 관할권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명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13조 b항상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로마규

정 입법과정 및 그 문언에 비추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II. ‘상황’을 회부한 것의 의미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규정 제 13조 (b)의 입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마규정 13조 (b)의 입법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안보리가 회부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한 사

건(case)”인지 아니면 “사안(matter)"내지는 ”상황(situation)"이어야 하는

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건

에 대한 안보리의 회부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기구로서의 ICC의 독

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다른 사법기구와 마찬가지

로 어떤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일응(prima facie) 속하는지, 소의 허용

198) Williams and Sherif, supra note 128, p. 81: “The wording is vague and
most likely cannot be manipulated to include a removal of immunity".

199)이것은 Al-Bashir의 체포에 대한 African Union의 반박의 주된 논지이기도

하다. supra note 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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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admissibility)은 있는지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안보리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사건(case)을 한 단위로 삼아 ICC에 회부하게 되면 그 사건

에 대한 수사 및 심리여부를 판단할 ICC의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UN헌장 제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

는 침략행위가 야기된 전반적 상황(situation)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

지,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사건

(case)“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ICC는 기본적으

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안보리의 기본목적에 복무하기 위해 창

설된 기관이므로, 어떤 사건에 대한 심리에 있어 안보리의 판단에 의존

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규정초안에서 국가

(State)의 경우 개별적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안보

리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상황만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200).

“사건(cases)”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제안은 로마회의 과정에서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폐기되었다201). 그래서 토론은 결국

“사안(matter)"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인가 ”상황(situation)"이라는 문

구를 삽입할 것인가의 논쟁으로 귀결되었다. 회의에서는 결국 상황

(situation)"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가 관련

교섭기록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한 참가자에 의하면, 상황(situation)이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안(matter)보다는 재판소의 독립

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한다202).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UN안보리의 ICC회부권한은 안보리 본연의

200) Roy S. Le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Making of the
Rome Statute, Issues, Negotiations, Results (Kulwer Law International,

2002) p. 147.

201) Ibid., p. 148.

202) Ibid.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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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ICC가 갖고 있는 소추 및 처벌의 권한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ICC에 대해 특정 인물의 처벌을 강제하거나

그 특정 인물에 한해서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작용은 아니라는 것이

다. 결국 13조 (b)에서 “상황(situation)"에 대한 ICC회부권한을 규정한

것은 안보리가 제 7장상 취하는 조치들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

괴 또는 침략행위가 벌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기 때문이

다.

또한 안보리는 재판소에 회부할 “상황”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한다. 예를 들자면 안보리는 “상황”의 범위를 지리

적 기준에 따라 한정지을수도 있고, 일련의 범죄들을 특정하여 상황의

범위 안에 포섭시킬 수도 있다203). 또한 상황이라는 단어는 개별적인 사

건을 포함한다. 상황(situa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 특정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며204), 이것은 그 어

떤 장소에서 개개인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로마규정 준비위원회에서 13조 b에 “상황”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

이냐 “사건”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진 이유

도 전자가 후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ICC의 실무 역시 하

나의 사건을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그 상황 안에서 피고인/피의자

별로 “사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205).

203) Luigi Condorelli and Santiago Villalpando, Chapter 17.2: Referral and

Deferral by the Security Council, in Cassese et al., supra note 76, p. 633.
204) John Sinclair et al.,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HarperCollins Publishers, 2006), p. 1354.
205) 예를 들어 ICC홈페이지에는 “다르푸르 수단에서의 상황”이라는 대분류 하

에 Al-Bashir 사건과 더불어 Ahmad Muhammad Harun,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Bahar Idriss Abu Garda 사건 등이 분류되어 있다.

http://www.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situations/si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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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l-Bashir에 대한 관할권 창설 여부

1. ICC의 판단에 대한 존중

Al-Bashir가 다르푸르에서의 “상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ICC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준

비위원회에서 결국 “상황”이라는 문구를 채택한 것은 ICC의 관할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ICC가 관할권 유무 및 소의 허용성

유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위 문구가 채택된 근본 목

적인 것이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 13조 b의 문언상 재판소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보리가 그 상황을 회부함에 있어서

특정 피의자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206) 오히려 ICC 소추관은 자신에게 회부된 상황에 어떤 사

건들이 포함되는지를 정할 자율권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

은 로마규정 제 15조에서 소추관에게 “관할권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

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ICC는 Al-Bashir에 대한 관할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행동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ICC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Al-Bashir 사건이 다르푸르에서의 상황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면, ICC의 관할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검

토한다.

tion%20icc%200205/Pages/situation%20icc-0205.aspx] [2015년 11월 3일 최종방

문]

206) Luigi Condorelli and Santiago Villalpando, Chapter 17.2: Referral and

Deferral by the Security Council, in Cassese et al., supra note 76, p. 630

http://www.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situations/situation%20icc%200205/Pages/situation%20icc-020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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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Bashir가 다르푸르에서의 상황에 포함되는지 여부

Al-Bashir가 안보리결의 1593의 회부범위에 포섭되는지 관련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안보리가 그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를 과연 의도했

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보리는 자신이 ICC

에 회부할 “상황”의 범위를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우선, 안보리가 결의 1593에서 “다르푸르”라는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다. 다르푸르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ICC의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안보리결의는 결의 1593을 채택하면서 “다르푸르 조사위

원회의 조사결과에 유의한다(take note)”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동 조

사위원회에는 다르푸르 사태에 있어 수단 수뇌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207). 동 보고서에서는 Al-Bashir가 다르푸르에서의 수

단군의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고208), 2003년 12월에 다르

푸르 내 반란군을 척결할 것을 선포하였으며209), 잔자위드에 대한 통제

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시인하였다210). 따라서 Al-Bashir는 다르푸르

에서의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일정 이상의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

던 것이고, ICC의 판단대로 이 경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는 데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마규정 제25조 제 3항 a호가 간접정범 내지

공동정범(indirect (co) perpetrator)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다르푸르 상황과 Al-Bashir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207) Bergsmo and Yan, supra note 112, p. 241.
208)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in

Darfur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64 of 18 September 2004, para. 94.
209) Ibid., para. 119.

210) Ibid., para.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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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다(take note of)”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다르푸르 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문구는, 위 조사보고서가 안보리의 상황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굳이 포괄적인 상황 그 자체와 Al-Bashir에

대한 관할권행사 및 신병확보문제를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은

안보리가 스스로 자신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효

과를 낳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르푸르에서의 상황”이라는 문구는 Al-Bashir에 대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ICC는 안보

리결의의 효력에 의해서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획득하게

될 경우 제27조를 포함한 로마규정은 당연히 Al-Bashir의 국적국인 수

단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한다211). 그러나 이는 로마규정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은 아님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

하면, 비당사국 국가원수가 당사국 영토에서 국제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제27조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안보리결의라는 매개체 없

이도 제27조가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는 논리여서 조약의 상대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ICC가 Al-Bashir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

하였는지의 문제는 Al-Bashir에 대한 면제박탈 여부를 논하는 하나의

전제에 불과하며, 면제박탈 여부는 ICC에 대한 안보리의 권한 및 안보리

211) Kevin Jon Heller, ICC Prosecutor to Charge Sudan’s President for

Genocide, Opinio Juris, July 11, 2008 (available at:

http://opiniojuris.org/2008/07/11/icc-prosecutor-to-charge-sudans-president-wi

th-genocide/ [ 2015년 11월 11일 최종방문] )

http://opiniojuris.org/2008/07/11/icc-prosecutor-to-charge-sudans-president-with-genocide/


- 88 -

결의 1593의 해석을 중심으로 다시금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다.

제 3 절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이제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으

므로, Al-Bashir가 ICC에 대해서 면제를 향유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l-Bashir에 대해서 ICC의 관할권

이 확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제27조를 수단에 적용시킬 수 없다. 따라서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27조를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수단에 확장 적용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안보리가 제27조를 확장 적용시킬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안

보리가 면제를 제거할 권한이 있다면,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

한 결의내용이 Al-Bashir의 기존의 관습국제법상 면제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UN헌장 제 103조가 관습국제법과

UN헌장상 의무 간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셋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UN안보리결의 1593을 통하여 안보리가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는지이다.

I. 안보리의 면제제거권한

수단은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Al-Bashir는 여전히 ICC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 때 ICC가 제27조를 수단에 적용시켜

Al-Bashir의 면제를 박탈하는 것은 로마규정의 상대효에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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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CC가 Al-Bashir를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보리결의를 통해 로마규정 제27조를 수단에 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어

야 한다. 즉 안보리결의를 통해 로마규정이라는 조약체제를 뛰어넘는 권

한을 ICC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안보리가 갖고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생각해보면 외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안보리는 헌장 제 7장에 따라 안보리결의 1593을 발동하였

다. 안보리가 헌장 제 7장에 따라 그 결의를 발동하게 될 경우 안보리는

그 결의의 내용을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을 누린다212). 최근에는 ICTY,

ICTR의 경우처럼 일정한 수준의 입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213). 실제로 ICTY, ICTR은 UN헌장 제 41조,

UN안보리결의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로서, 모든 회원국들은 ICTY,

ICTR에 대한 사법협력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입법적 기

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안보리가 임시(ad hoc) 형사

재판소를 신설하고 UN회원국들이 그 재판소에 대한 협력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다면, ICC와 같은 국제기구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ICC는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UN기구나 UN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첫째, 원칙적으로 UN안보리결의의 구속을 받

지 아니한다. ICTR, ICTY는 안보리결의에 의하여 그 법적 효력을 부

여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자율적으로 ICTR과 ICTY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ICC는 안보리와 상관없이 국가들 간 조약

212) Devon Whittle, The Limits of Legality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pplying the Extra-legal Measures Model to Chapter VII Ac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3, 2015, p. 674; Eric

Rosand, supra note 145, p. 556.
213) Rosand, ibid., p.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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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그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구라는 점에서 앞의 두 경우와 구별

된다. 따라서 UN안보리결의가 제27조를 수단에 대해서 확장 적용하더라

도, 그 결의가 ICC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겠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ICC는 국제기구로서 로마규정에 따라 그 권한범위가 한정되

므로, ICC가 로마규정을 뛰어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아울러 제기되는 문제는, 안보리가 Al-Bashir의 면제를 박탈

하는 것이 안보리의 권한유월행위(acts ultra vires)에 해당하는지의 문

제이다. 일단의 견해에 의하면, 안보리는 국제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결의

를 통과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에 반하는 결의를 하

면 그것은 안보리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214). Kiyani는 그 근

거로서 UN헌장 제 103조를 드는데, 위 조항에 의하면 UN안보리결의상

의 의무는 조약상 의무에는 우선하지만 관습국제법상 의무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안보리는 관습국제법상 Al-Bashir의 면제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215).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한다.

1. UN안보리결의의 구속력 문제

UN안보리결의가 ICC의 권한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논

거는 UN안보리결의는 ICC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UN헌장 제25조는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을 갖는 인적 범위를 “UN회원국

들”로 한정짓고 있으므로, UN회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ICC에 대해서

는 안보리결의는 애초에 그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216).

214) Asad G. Kiyani, Al-Bashir and the ICC: The Problem of Head-of-State

Immunity,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3, 2013, p.

486

215) Ibid., p.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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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안보리결의가 UN회원국이 아닌 국제기구에 구속력을 발

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봄직하다. 안보리결의가 제 3자에 대해서 구

속력이 없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 3자가 그 안보리결의가 부

여하는 권리나 권한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 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범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217). 구체적

으로 그 제 3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제 3자는 그 권리나 권한을 향수할

수 있다218).

그 제 3자가 국가인 경우, 이러한 관습국제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

나협약 제 36조 제1항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위 조항은 이 경우 제3

국의 동의는 추정(presume)된다고 적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아

직 구속력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 36조 제1항에서는 국제기구가

제 3자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아

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관습국제법을 국제기구에도 적용하

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경우 그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에 의해 권한범위가 제한되므로, 조약법협약 제 36조

제1항상의 동의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ILC도

위 협약안에 대한 주석에서 그와 같이 적고 있다219).

216) Ibid., p. 474.

217)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Thi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228.

218) Olivier Corten and Pierre Klein ed., The Vienna Conventions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Volume I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930.

219)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2, Vol. II, p. 43.



- 92 -

위 논의에 따르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서 국제기구인 ICC에 권한

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결의상의 권한과 의무

역시 UN헌장이라는 조약상의 권한과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한이 조

약에 의해 부여되었는지 아니면 안보리결의에 의해 부여되었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ICC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의의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

이 ILC의 입장이다220).

따라서 ICC의 동의만 있으면 안보리는 제27조를 수단에 확장 적용

하여 ICC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국제기구의 권한상 한계

안보리가 로마규정 제27조를 수단과 ICC 간 관계에 적용함에 있

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권한부여가 국제기구의

권한상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ICC는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그 국제기구의 권한범위를 결정짓는 국제문서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

으므로221), 안보리는 그 권한범위를 함부로 변경시킬 수 없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법칙(principle of speciality)을 드는 견해와222) UN기

구로부터 독립된 재판소의 특성223)을 드는 견해도 있다. 이 점에서 ICC

는 ICTY나 ICTR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안보리는 ICTY나

220) Ibid.

221) Francesca Martines, “Legal Status and Powers of the Court”, in

Cassese and Gaeta ed., supra note 77, p. 205.
222) Condorelli and Villalpando, “Can the Security Council Extend the

Court’s Jurisdiction?”, ibid., p. 573.

223) Liu Daqun, Has Non-Immunity for Heads of State Become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Morten Bergsmo and Ling Yan, supra note

112,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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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R의 권한범위를 자유롭게 획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24).

따라서 로마규정상 ICC의 권한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

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ICC의 권한범위는 로마규정 제4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ICC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

라” 그 기능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문구는 ICC

가 로마규정에 규정된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규

정으로서225), 이 규정으로 인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때 로마규정을

그 준거규범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별 의문이 없

다.

그런데 문제는 제4조 제2항이 “로마규정 당사국”과 “특별협정을 맺

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해서 ICC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만을 상정하

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CC가 안보리결의에 근거하여 로마규정 비당

사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로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조약의 상대효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 경우에는 로마규정

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절차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226). 분명 로마규정 제 13조 b는 비당사국에 대해서 ICC의 관할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로마규정이 아예 규정해

놓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4조 제2항은 ICC가 제 13조 b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안보리가 로마규정 제27조를 수단과 ICC 간 관계에서 적용시키는 것

은 로마규정 제4조 제2항의 수권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

구의 권한범위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224) Paola Gaeta, supra note 128, p. 327.
225) Triffterer, supra note 61, p. 126.
226) Bruno Simma, supra note 190, 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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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안보리의 권한 유월 문제

수단에 대해서 제27조를 확장 적용시키는 것은 안보리의 권한유월

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i) UN헌장 제

103조는 조약상 의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안보리결의가 관습국제법상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 (ii) 안보리는 국제법에 합치되게 행동할 의

무가 있기 때문에 현행 관습국제법상 면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1) UN헌장 제 103조

우선 헌장 제 103조가 관습국제법상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를 검토한다. 헌장 제 103조는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가 상충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시키지만, 헌장상 의무와 관습국제법상 의무가 우선하

는 경우에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UN안보리결의가 관습국

제법상 면제를 제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실제로

UN헌장 제 103조에 관한 준비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교섭국들은 “국제의

무(international obligations)”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배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습국제법을 UN헌장 제 103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

시키려 한 것이다227). 따라서 제 103조의 문언에 충실하면 이러한 해석

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228).

227) Bruno Simma, supra note 190, p. 1320; Rain Liivolja, The Scope of the

Supremacy Clause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7, No. 3, 2008, p. 602~p.604.
228) 이에 대해 발전적 해석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CN.4/L.682/, para. 341 참조), 본고의 논의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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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 103조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충돌의 문제

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UN헌장

상 의무가 우선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관습국제법상 의무가

우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제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규범충돌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별법 우선 원칙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본다. 국제법위원회의 국

제법의 분열에 관한 스터디그룹작업(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229),

UN안보리결의상의 의무는 일반국제법에 대하여 특별법(lex specialis)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230). ICJ는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코소보 정

부 수립에 관한 UN안보리결의 1244가 일반국제법에 대한 특별법을 구

성한다고 판시하였다231). 만일 UN안보리결의가 특정 국가들 간 관계에

서 관습국제법상 의무를 배제시킨다면232), 그 결의는 그 국가들 간 관계

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229)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bid., para. 344.

230) Martin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 Seven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51.

231)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ICJ Reports(2010), p. 438. 그런데 여기서 ICJ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일반국제법과 UN안

보리결의 1244를 모두 고려하였다. 이에 대해 Koroma 판사는 그의 반대의견에

서 UN안보리결의 1244가 특별법이라면, 그 특별법만을 적용하여 코소보의 국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Koroma,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ICJ Reports(2010), p. 474.
232) supra note 228, para.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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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습국제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UN안보리결의 1593은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제27조의 적용을 배

제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 결의는 관습국제법상 면제와의 관계에

서 특별법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UN안보리결의 1593이 관습국제법상

면제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2) 안보리결의의 국제법 존중의무 유무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내용

을 결의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UN

헌장 제 103조만 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UN

안보리의 권한에 대한 법적인 제한으로는 제 24조 제2항상의 “UN헌장의

목적을 존중할 의무”와 강행규범(jus cogens)을 위반하지 아니할 의

무233)를 주로 꼽는다. 따라서 민족자결의 원칙 등의 핵심적인 헌장가치

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안보리는 국제법과 상반되는 내용의 결

의를 발할 수 있다234)235).

(3) 제 7장상 권한의 초월 여부

안보리가 국가원수의 면제를 제거할 권한이 없다는 또 다른 갈래

의 주장은 바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주장으로, 면제의 제거

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

전을 유지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아프리카연합 정

233) Devon Whittle, supra note 212, p. 675.
234) 물론 안보리의 이러한 권한에 대해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문

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Devon Whittle, ibid., p. 680 이하 참조.

235) 동지로 Michael Wood, The Law of Treaties and the UN Security

Council: Some Reflections, in Enzo Canni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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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the Summit)의 결정에서는 al-Bashir에 대한 기소는 수단 내의

평화프로세스(peace process)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

고하였다236). 그리고 Al-Bashir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009년

6월의 법무장관회담에서는 같은 근거에서 안보리가 로마규정 제16조237)

에 따라 Al-Bashir를 ICC의 관할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238).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과연 헌장 제 7장

상의 발동요건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이

사건에 존재하는지이다. 둘째는 이런 사태가 존재한다면 헌장 제 7장상

의 결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지의 문제인데, 여기서 과연

그 적절성이 제 7장상 안보리결의를 적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건인지가

문제된다.

가.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부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된 사례로서 1992년의 Lockerbie 사건을 들

수 있다. 동 사건에서는 리비아가 Pan Am 기 테러범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제 7장상 권한을 발동하여 몬트

리올협약상 aut dedere aut judicare규정에 반하는 결의를 했다. 리비아

236) African Union Summit Decision on the Applicatio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secutor for the Indictment of the President of Sudan,

Assembly/AU/Dec 221(XII), February 2009.

237) Article 16(Deferral of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No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may be commenced or proceeded with this Statute for a period

of 12 months after the Security Council, in a resolution adopted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has requested the Court to

that effect; that request may be renewed by the Council under the same

conditions.

238) Report of the Meeting of African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n

the ICC, 8-9 June 2009 AU/MinICC/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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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이 몬트리올협약을 위반하여 리비

아에 위 테러범들의 인도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두 국가를 ICJ에

제소하였다. 이에 ICJ는 모든 회원국은 헌장 제25조에 따라 안보리의 결

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일견 이 의무는 혐의자들을 인

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비아에 제재를 부과한 안보리결의 748에도 미

치며, 헌장 제 103조에 따라 헌장 하의 의무는 몬트리올협약을 포함한

기타 국제협정 하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결론지었다239). 김대순 교수는

이에 대해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

로 살펴봤는지 여부에 대해 ICJ가 심리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한다240).

그러나 Lockerbie 사건과는 달리 이 사안의 경우 (i) 수단은 Darfur

사태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ii) 2005년 결

의 당시에도 Darfur에서의 인권침해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iii)

2016년 현재에도 주요 행위자들은 면제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있

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던

Lockerbie사건과 이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Lockerbie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

부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 UN헌장 제 7장에 따른 안보리결의의 적정성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안보리결의의 적정성이 하나의

적법요건인지가 문제된다. 헌장 제39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

한(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조치가 무엇인지를 안보리가 결정

239)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ICJ Reports(1992),

p. 3.

240) 김대순, 상게서, p.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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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 41조는 자신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in

order to)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i) 일단 수단과 목적 간에 어떤 관련

성이 있어야 한다. 안보리가 자신의 목적 달성과 전혀 무관한 수단을 채

택하는 것은 헌장 제39조, 제 41조의 문언에 반한다. (ii) 둘째로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어떤 수단을 채택할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

을 누린다. 문언상 안보리의 결정권한이 명백하기 때문이고, 또 맥락상

안보리는 제25조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제 1차적 책임을 지

기 때문이다. ICJ도 Namibia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즉 정당하게 구성된 UN기관이 그의 절차규칙에 따라 통과시키고, 그 의

장에 의해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선언된 결의는 유효하게 채택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41).

여기서 Al-Bashir에 대한 면제의 제거와 수단에서의 국제평화와 안

전의 유지 간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으면 안보리의 결의는 적법한 것으

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해 안보리에 상당한 재량이 주

어진 것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ICC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처벌은

평화협상이나 협정에 방해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헌장 제 7장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242). 이는 ICC에서

이른바 ‘평화 대 정의 논쟁(the peace and justice debate)’이라는 논제

하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다243). 이 논의에 대해 여기서 어떤 결

241)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ICJ Reports (1971), p. 76.
242) Janine Natalya Clark, Peace,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9, No.3(2009), p. 522.

243) Linda M. Keller, The False Dichotomy of Peace versus Justice in the



- 100 -

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평화와 정의의 양립가능성 및 그 정도에 대해 안

보리가 판단의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 국가원수의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키고 사태를 고착화시킬 수도 있지만244), 당

해 국가원수의 처벌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권침해행위의 억제유인을 제공

하고245) 또 보다 인권친화적 형태의 거버넌스로 나아갈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Al-Bashir의 체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에도 Darfur사태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

서 African Union의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246).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안보리의 판단이 자신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리는 ICC의 동의가

있으면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제27조를 적용시킬 수 있다. 둘째, 제27

조를 수단에 적용하는 것은 로마규정 제4조 제2항상의 ICC의 권한범위

안에 들어간다. 셋째, 제27조를 적용시키는 것은 안보리의 권한범위 내에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gue Justice Journal, Vol. 3, No.1 (2008), p.

13.

244) Clark, supra note 242, p. 541. 이러한 형태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의

개념을 UN안보리의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국제평화”의 개념도 인권

침해 방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러한 트렌드를

무시하고 단순히 정권유지 내지 국가안보를 “평화”의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다

는 것이다.

245) Keller, supra note 243, p. 41.
246) Charles C. Jalloh, Dapo Akande, and Max du Plessis, Assessing the

African Union Concerns about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fric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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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가 수단에 대해서 로마규정 제27조를 적용시

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상의 제약이 없다.

이제 안보리가 결의 1593에서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의 문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ICC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문제도 검토한다.

III. 안보리결의의 로마규정 적용 의도

1. 로마규정 적용 여부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서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로마규정을 적용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문제는 안보리결의 1593

을 통해서 안보리가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이다. 안보리결의 1593

이 ICC의 관할권 행사 준거규범으로서 로마규정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

은 분명하다247). 동 결의는 로마규정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고248),

또 그 준비문서(travaux preparatoires)를 살펴보아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로마규정과는 다른 절차규정을 적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

다249). 만일 안보리가 로마규정 외 다른 절차를 적용시키고자 했다면 –

그것이 권한유월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 ICTY, ICTR의 경우처럼 그

절차를 세세히 규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UN안보리 1593은 아무런 절차

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안보리는 로마규정을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1593을 채택하였음이 명백하다.

실제로 안보리결의 1593의 채택근거가 되었던 다르푸르 조사위원회 보

247) Dapo Akande, supra note 171, p. 343.
248) supra note 180, paragraph 4: “also encourages that the Court,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Rome Statute, to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domestic efforts to promote the rule of law,

protect human rights and combat impunity in Darfur.”

249) Boschiero, supra note 11, p.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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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보면 안보리의 의도는 더욱 명백해진다. 조사위원들은 다르푸르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면서250), 수단의 작금의 조

치가 ‘현저히 불충분하고 비효과적(grossly inadequate and ineffectiv

e)251)’이라는 전제를 덧붙였다. 이는 로마규정 특유의 절차적 규정인 보

충성의 원칙(principle of complementarity)을 염두에 둔 논변임이 분명하

다. 252) 즉 ICC가 로마규정을 토대로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당연

한 전제로 깔아둔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는 로마규정을 적용하도록 의도하였음이 분명하다253).

2.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따라서 안보리결의에 의한 ICC관할권 확장은 결국 로마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로마규정 제27조가 수단과

ICC 간 관계에서 적용되게 되는 것인지를 질문해볼 수 있다. 로마규정

전체가 관할권행사의 근거규범이 된다고 본다면, 제27조도 당연히 수단

과 ICC 간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ICC는 면제규칙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수단의 현직 국가원수인 Al-Bashir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ICC와 수단 간의 관계에서는 로마규정의 일부만이 적용

되는 것 뿐이며, 제27조는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존재한다254). 이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 핵심은 로마규정이

250) supra note 208, para. 588.
251) supra note 208, para. 587.
252) ICTY규정 제 9조 제2항 참조.

253) Dapo Akande, supra note 171, p. 343.
254) Asad G. Kiyani, Al-Bashir and the ICC: The Problem of Head-of-State

Immunity,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3, 2013,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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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사국에 적용될 경우엔 그 규정이 관습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축

소해석(watered down)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조약은 최대한 관

습국제법과 합치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약도

언제든지 관습국제법과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조약의

내용이 관습국제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약을 축소해석해야 한다

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로마규정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적용

될 경우에는 그 규정을 관습국제법에 맞게 축소해석하면서, 당사국에 적

용될 경우에는 왜 이런 축소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마땅

한 설명이 없다.

또한 관할권확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규정들만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UN안보

리결의 1593을 통해 회부된 “다르푸르에서의 상황(the situation in

Darfur)”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다. 즉 위 “상황”에는 Al-Bashir의 범죄사

실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ICC가 현직 국가

원수인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현직 국가원수

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필요한 규정 역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제27

조는 국가원수와 관련된 면제규칙이 관할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규정으로서, 안보리결의의 취지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

다.

그렇다면, 제27조는 수단과 ICC 간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즉 수단은 Al-Bashir가 현직 국가원수임을 들어, 그가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인적 면제를 향유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ICC의 동의 여부

ICC는 Al-Bashir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제2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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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ICC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III. 정리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로마규정, 그 중에서도 제27조 제2항의 적용범

위를 수단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또한 UN안보리결의 1593의 내용을 통

해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 따라서 수단은 제27조 제2항을 적

용받게 된 결과, ICC에 대하여 Al-Bashir에 대한 면제를 베풀어줄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조약의 효력이 안보리결의를 타고 제3국으로 확

장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혹자는 수단이 “로마규정 당사국과 유사한

지위(a position analogous to that of a State Party)”에 오르게 되었다

고 평한다255).

그러나 이러한 결론으로 Al-Bashir에 대한 면제의 문제가 모두 해

결되지는 않는다. 이제 ICC는 면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수단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수단 외 로마규정 당사

국들은 로마규정 제98조에 따라 ICC의 체포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다. 안보리결의를 통하여 ICC의 실효적 관할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제27조와 제98조 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 4 절 체포로부터의 면제

I. 제27조와 제98조의 충돌문제 잔존

앞서 본고에서는 로마규정 당사국들 간 관계에서는 제27조 제2항의

수락이 제98조 제1항상의 “동의”를 구성한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따

255) Akande, supra note 171,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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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로마규정 당사국들 간 관계에서는 제9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ICC와 국가원수 국적국 간 관계, 국가원수 국적국과 제3국 간 인도문제

에 있어서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게 된다. 그렇다면 안보리결의에 의

해 제27조 제2항을 적용받는 로마규정 비당사국들에 대해서도 제98조 제

1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는 Akande

등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256).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난점이 있다. 수단은 제98조 제1항상의

“consent of that State”를 표한 바 없다257). 제27조 제2항을 수락하는 것

과 안보리결의의 효력으로 제27조 제2항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엄연히

그 법적 의미가 다르다. 수단은 규범의 적용은 받지만 규범에 동의를 표

한 적은 없는 것이다. Akande는 이런 경우에도 제27조 제2항의 실효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단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258).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실효적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로

마규정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제27조 제2항의 물적 적용범위를 확대해석

하여 제98조 제1항과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로마규정 비당사국에까지 이러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은 조약의 상대효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조약해석에 있어서 실효성의 원칙은 조약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259). 그리고 제98조 제1항은 로마규정 비

당사국이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적용되므로260), 제

256) Akande, supra note 171, p. 340.
257) Sarah Williams and Lena Sherif, supra note 128, 2009, p. 80.
258) Akande, supra note 171, p. 340.
259)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 219:

“When a treaty is open to two interpretations one of which does and the

other does not enable the treaty to have appropriate effects, good faith and

the objects and purposes of the treaty demand that the former interpretation

should be adopted.”

260) Asad G. Kiyani, Al-Bashir & the ICC: The Problem of Head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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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 제1항이 제27조 제2항의 실효적 적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흔치 않

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해석이 제27조 제2항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한

다고도 볼 수 없다.

말하자면 안보리결의는 ICC로 하여금 Al-Bashir에 대한 관할권 행사

를 가능하게 하지만, 수단과 로마규정 당사국 사이에서는 여전히 제98조

제1항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제27조 제2항과 제98조 제1항의

충돌문제가 잔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Akande가 앞에서 지적한 바대

로 ICC는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조약규정이나 관습국제법을 통하여 제98조 제1항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를 찾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노사이드협약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는 안보리결의 1593의 해석을 통하

여 제98조 제1항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안보리결의 1593은 수단

에 대하여 ICC의 사법작용에 온전히 협력할 의무(obligation to fully

cooperate with the Court)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제98조 제1

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II. 잔존하는 충돌의 해결방안

1. 제노사이드협약을 통한 해결방안

일부 견해에 의하면, Al-Bashir는 제노사이드의 혐의를 받고 있으

므로 Al-Bashir 사건에 대해서는 제노사이드협약이 적용되고, 이 제노사

이드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수단과 제3국 간의 국가면제규칙이 배제될 수

Immunity,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3, 2013, p.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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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노사이드협약 제 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조에 열거된 행위로 기소(charge)된 자는 그 행위가 행해진 국가

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해당국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국제재판소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tried by a competent tribunal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ct was committed, or by such international penal

tribunal as may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ing

parties which shall have accepted its jurisdiction.)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사건

에서 ICJ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관련 인물들을 체포하여

ICTY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상기 제 6조 제1항의 의무위반이라고 판시

하였다261). 이 사안에서 ICJ는 위 조항이 세르비아 등 제노사이드협약

관련 당사국들에게 권한 있는 국제재판소에 협조할 의무(obligation to

cooperate)를 부과한다고 판시하였다262).

이 판시를 이 사안에 적용할 경우, 말라위와 수단은 모두 제노사이

드협약 당사국이므로, 제노사이드혐의를 받고 있는 Al-Bashir에 대해서

261)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ICJ
Reports(2007), p. 78.

2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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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가 인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여기서

수단이 안보리결의에 의해 수단이 로마규정 관할권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ICC는 관할권이 있는 국제재판소(competent international tribunal)이다.

수단이 Al-Bashir에 대한 체포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말라위가

Al-Bashir를 체포하여 ICC에 인도하더라도 수단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ICJ의 판시를 오해한 것이다. ICJ는 제 6조상의

의무가 제노사이드협약상의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ICTY규정상의 협력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덧붙였다. 즉 제 6조는

관할권을 수락한 국제재판소에 대해서는 그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협

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란 관할권

행사에 협력할 의무를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다르푸르에 관하여

ICC의 관할권에 복종할 뿐, (UN안보리결의 1593 소정의 사법협력의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협력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수단의 경우에는

ICC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263). 만일 UN안보리결의 1593에

규정된 수단의 사법협력의무가 제노사이드협약 제 6조 소정의 협력의무

라면, 수단은 제노사이드협약이 아니라 UN안보리결의의 규정에 의해 협

력의무를 부과받는 것이다.

또한 제노사이드협약 제 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단이 ICC의 관

할권을 “수락(accept)”했어야 하는데, 수단은 ICC의 관할권의 범위에 포

섭될지언정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제27조

제2항의 확장적용 가부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국가가 조약상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과 안보리결의에 의해 그 의무부담이 강제되

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락(acceptance)이라는 말은 통상적인 어법상

263) Akande, supra note 171,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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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수단은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주체가 아니므로 제노사이드협약 제 6조상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Sluit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Al-Bashir는 제노사이드협약 제

6조 소정의 “제노사이드의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person(s) charged

with genocide)”이라고도 할 수 없다264). 왜냐하면 로마규정 제 58조, 제

61조를 살펴보면, Al-Bashir에 대해서 혐의가 확정되는 시점은 바로 신

병인도 후 제 61조 소정의 공소사실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 전 단계인 체포영장 발부 및 단계에서는 합리적 혐의가 있

는 범죄의 목록을 나열할 뿐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체포영장 발부단계에 있는 Al-Bashir사건은 제 6조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Schabas는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제노사이드협약 제

7조265)를 방기한 채 제 6조로부터 협력의무를 도출하는 ICJ의 태도는 현

명하지 않다고 비판한다266). 제 6조는 관할권의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규정일 뿐 협력의무를 도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267). 이 점

264) Ibid., p. 373.

265) Article VII: Genocide and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not be considered as political crimes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The

Contracting Parties pledge themselves in such cases to grant extradi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laws and treaties in force.

266) Bill Schabas, Commenting on Dan Terzian, Personal Immunity and

President Omar Al Bashir: An Analysi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 : “Clearly, the drafters of the

Convention meant to deal with cooperation in article VII of the Convention,

and not article VI. ” available at:

http://iccforum.com/forum/darfur#Terzian20110121_fn54[2015년 11월 12일 최종

방문]

267) Ibid., : "But I think it is probably not wise to rely upon the words

“persons charged with genocide” in Article VI of the Genocide Convention in

order to bolster the argument that States Parties to the Genocide Convention

http://iccforum.com/forum/darfur#Terzian20110121_f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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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다면, 제노사이드협약 그 자체로부터 협력의무를 도출해 안보리

결의에 체포로부터의 면제를 제거하는 효력을 부여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2. 사법협력의무와 면제의 제거

(1) 개관

제27조를 수단과 ICC 간 관계에서 적용되는 방법 외에도, 안보

리결의 1593상의 “재판소에 온전히 협력할 의무(the obligation to fully

cooperate with the Court)”로부터 면제포기의무를 도출하는 방식또한

논의되고 있다. 이 문구는 수단 및 다르푸르와 관련된 상황의 여타 당

사국들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력의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사법협력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면제의 포기의무가 도출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면제의 포기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면, 굳이 제27조를 통하지 않고도

Al-Bashir의 면제를 배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단은 Al-Bashir의 면

제를 포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사법협력의무의 법적 성질

우선 이 사법협력의무가 로마규정 제 9부상의 의무를 뜻하는지, 아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ICC once someone is “charged with

genocide.” That is the pitfall of trying to convert a provision in the

Convention whose purpose is to define jurisdiction into one imposing an

obligation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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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그보다 더 포괄적이거나 더 제한적인 범위의 의무를 뜻하는지가 문

제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보리결의 1593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

사의 준거는 로마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로마규정 제 9

부 역시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른다268). 로마규

정 제 9부상의 절차 외 다른 절차를 상정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수단의 사법협력의무의 본질

은 제 9부상의 일련의 협력의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69).

(3) 사법협력의무의 구체적 내용

그렇다면 제 9부상의 사법협력의무에 면제포기의무가 포함될 수 있

는지의 문제가 비로소 대두된다. 로마규정 제 9부에서는 제98조 외에 면

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제 9부에는 ICC관할권으로부

터의 면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칙이 없다. 따라서 제 9부의 해석을 통하

여 면제포기의무의 존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제 9부에 규

정되어 있는 일련의 개별적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서 수단이

Al-Bashir의 체포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로마규정 제 9 부에 규정된 협력의무의 내용으로는 일반적 협력의

무(제 86조)와 더불어 크게 재판소에의 인도의무(제89조)와 여타 협력의

무(제 93조)를 들 수 있다. 제 93조상의 여타 협력의무(other forms of

cooperation)의 경우 증거수집, 압수, 신원수색, 증인확보 등의 사항에 관

한 규정으로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가원수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제89조이다. 안보리결의 1593에 의해 수단은

268) Steffen Wirth, Immunities, Related Problems, and Article 98 of the

Rome Statute, Criminal Law Forum, Vol. 12, No. 4, 2001, p. 452.
269) Paola Gaeta, supra note 128,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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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 제 9부상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제89조에 따라 ICC의

체포대상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제89조는 문언상 명백히 재

판소의 인도요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89조 후단은 로마

규정 당사국에게 “이 부의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소

의 인도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자국 국내법이 어떻

게 규정되어 있든 간에, 본 협정상의 의무는 로마규정 여타 국제법상 예

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270). 그렇다면 수

단은 Al-Bashir에 대해서도 ICC에 대해 체포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수단이 Al-Bashir가 국내에 있을 때 그에 대한 체포의무를 부

담하게 된다면, 로마규정 당사국이 그 의무를 대신하려 하는 것을 용인

하는 것도 수단이 져야 하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수단이 이러한 수인의

무를 이행하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든 Al-Bashir의 신병

(custody)이 ICC에 인도되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현직 국가원수들이

국외에서의 국가면제 뿐 아니라 국내에서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Al-Bashir의 국내에서의 체포와 국외에서의 체포가 국가원

수의 기능수행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안보리결의 1593에 쓰여 있는 수단의

사법협력의무를 통하여 제9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종합적 평가

결론적으로 수단은 자국이 UN안보리결의 1593에 따라 부담하는 ICC

에 대한 사법협력의무 때문에,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에 대한 국가원

수면제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수단은 ICC와의 관계에서

270) Valerie Oosterfeld, Mike Perry and John McManus, The Cooperation of

States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5, No.3, 2001, p.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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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이고, Al-Bashir가 소재한 로마규정 당사국에 대해서도

Al-Bashir의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당사국과는 달리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의 적용

을 수락한 바 없다. 즉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자국 국가원수가 갖는 면제

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UN안보리에 의해 그 포기가 강제되는

형국에 있다. 이 상황에서 로마규정 비당사국이 제98조 제1항상의 면제

포기에 대한 “협력(cooperation)”을 했다고 보는 것은 조약의 통상적인

문언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조약의

문언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맥락

에서 안보리를 통해 수단이 자국의 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했다

(implicitly waived)”고 한 ICC의 판시는 다소 오류가 있는 것이다271). 이

런 맥락에서 Akande의 지적과는 달리 수단이 “회원국에 준하는 위

치”272)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의 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단이 자발적으로 면제포기에 협력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에서 수단의 국가원수가 체포되었을 때

수단은 적어도 이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UN안보리결의 1593

을 통하여 로마규정 제 9부, 제89조에 규정된 협력레짐이 수단에 적용되

기 때문이다. 즉 수단의 면제 박탈은 수단의 포기(waiver)에 기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안보리결의의 구속력에 기인한 것이다.

271) Dire Tladi,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Duty to Arrest

and Surrender: The Case of Omar al-Bashir in South Africa, Zeitschrift fuer

Internationales Strafrecht, Vol. 10, No. 10, p. 498.
272) Akande, supra note 171, p. 340.



- 114 -

제 5 절 결론

결국 UN안보리결의 1593은 초기 ICC의 태도에서 지적되었던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UN안보리결의 1593은 다

르푸르에서의 상황에 대한 관할권을 ICC에 수여함으로써 Al-Bashir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제27조 제2항을 수단에 대해 적용

시킴으로써 ICC에 대한 Al-Bashir의 면제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수단에

대해 체포의무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포로부터의 면제 문제도

해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논리적 단계가

필요했다. 일단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의 관할권을 확장시켰는지

의 문제를 해명한 후, 이를 기초로 안보리가 제27조 제2항을 확장 적용

시킬 권한이 있는지, 그런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의 문제를 규명하

였다. 이후에 제27조 제2항의 적용이 바로 제98조 제1항의 미적용으로

이어지는지의 문제를 고찰한 후 그로부터 발생한 공백을 로마규정 제 9

부, UN안보리결의 1593의 사법협력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조약과 관습 간 차이를 메우는 안보리결의가 갖는 불확실성

은 여전히 노정된다. 이 사건은 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에 따라 면제규칙

의 적용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Al-Bashir의 면제

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할 것은 못 된다. 우선 Al-Bashir에 대해서 관할

권의 범위가 확장될 것인지 여부를 논증하는 것도 상당한 논증이 필요하

였고, 특히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한 UN의 조사보고서에서 Al-Bashir의

형사처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증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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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는 문제 역시 다소 불확실하였으나, ICC가

자신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보리결의를 적극 수용함으

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사법협력의무를 넣을 것인지, 넣

는다면 어느 범위에서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도 ICC관할권으로부터의 면

제와 체포로부터의 면제의 문제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l-Bashir 사태에서의 인적 면제의 제거가 향후 ICC의 현직 국가원수

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없어도 안보리결의가 현직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를 박탈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즉 법적인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안보리결의가 ICC로 하여금 현직 국가원수에 대

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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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보리에 의한 면제제거의 일반화가능

성

안보리에 의하여 로마규정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가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향후 Al-Bashir 사태와 유사

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의의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어도 결론에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다. 법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Al-Bashir 사태 특유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없앤 상태에서 결론이 어떻

게 달라질 것인지를 사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 1절에서는 그와 같

은 작업을 통해 안보리결의에 의한 면제제거의 일반화가능성을 검토한

다.

또 하나는 안보리결의 1593에 의한 의무의 이행이 반복됨으로써, 안보

리가 제 13조 b에 따른 회부결의를 하기만 하면 면제가 자동적으로 제

거된다는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확립될 가능성이다. 안보리결의 1593에

대한 국가들의 실행은 엇갈려 왔지만,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에 대

한 일련의 판결들이 나오면서 국가들의 법적 확신 있는 관행의 반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 2절에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제 1 절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결론의 일반화가능성

안보리결의 1593과 같은 구조의 결의내용이 향후 결의에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l-Bashir에 대한 면제의 박탈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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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보리가 ICC에 회부한 상황(situation)에 Al-Bashir가 포함되었다.

(ii) 위 안보리결의는 ICC와 수단 간 관계에서 구속력이 있다. (iii) 위 안

보리결의는 제27조를 ICC와 수단 간 관계에 확장 적용시켰다. (iv) 안보

리결의 1593에서 수단에 부과한 사법협력의무 때문에 수단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 간 관계에서 면제를 포기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추후 안보리결의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구조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가원수의 면제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위와 같은 특수한

구조 하에서만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가 박탈된다면, 향후 현직 국가원수

에 대한 관할권을 ICC에 부여하는 결의가 반복되더라도 문제는 생긴다.

위와 같은 결의가 안보리결의 1593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지 않는다면

ICC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안보리의 제 13조 b에 따른 회부가 곧 면제규칙의 배제를 의미한

다는 내용의 관습국제법 성립에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위 전제들 중 일부를 제거할 경우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에 미

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I.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확장 여부

1. ‘상황(situations)’안에 현직 국가원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보리결의 1593에서 회부한 ‘다르푸르에서의 상황(the situation in

Darfur)’에는 Al-Bashir에 대한 사건(case)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에서는

그 근거로 (i) 안보리결의 1593이 다르푸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

로 인용했고, 그 보고서에서 Al-Bashir에 혐의점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

다는 점, (ii) ICC가 위 회부의 범위에 Al-Bashir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제 13조 b의 취지상 그러한 ICC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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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위와 같은 결의가 반복되기 위해서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현

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이 지속적으로 창설되어야 한다. 그런데

Al-Bashir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상황(situation)에 그 국가원수에 관한

사건(case)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이

평양 내 고아들(소위 “꽃제비들”)의 시외 추방을 지시했다는 점을 명백

히 하고 있지만273), 연평도 포격 등 전쟁범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집

권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을 뿐 김정은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고274), 탈북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

해서도 김정은의 권력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할 뿐 김정은이 그에 대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275). Al-Bashir의 경우와 달리, 이

처럼 현직 국가원수의 혐의점이 조사보고서에 분명히 적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만일 안보리가 위 조사보고서를 사실에 대한 근거로 삼아 로

마규정 제 13조 (b)에 대한 결의를 발할 경우 그 결의가 김정은 등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를 제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그 방법들 나름대로 국제법적

인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UN안보리결의 1269와 마찬가지로 현직 국

가원수의 이름을 회부결의에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사건(cases)을 ICC에 회부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상황

273)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588.

274) Ibid., para. 140.

275) Ibid., para.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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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만을 회부하도록 한 로마규정 제 13조 b의 취지와 충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Condorelli 그리고 Villalpando는 개

인을 회부하는 것만이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있다면서,

그 역사적 사례로 1989년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의 제거, 캄보디아에

서 폴포트의 처벌 등을 들고 있다276). 이 경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사건

을 회부하는 것이 상황을 회부하는 것과 법적 의미가 동등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역할이 명백하다면, 굳이 안보

리결의에서 그 특정 개인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개인에 대해 ICC의

관할권이 창설되었다는 점은 명백할 것이다. 만일 안보리와 ICC 사이에

서 위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개인의 연루

여부가 명백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안보리는 개인을 특정하여 ICC

의 관할권 행사를 유도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포괄적으로 특정하고 그

상황에 어떤 사건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ICC에 일임하는 것이 제

13조 b항의 근본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각종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 조사위원회

에서 내는 보고서에 각 국가원수의 혐의점을 보다 명백히 기술하도록 하

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상황(situation)을 포괄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야기

되는 안보리결의의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UN인

권고등판무관 등 UN기구의 주도로 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조사위원회

가 혐의점을 너무 상세히 기술할 경우 독립된 소추관(Prosecutor)을 보

유한 ICC의 기능과 중첩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ICC는 로마규정 제 9부

상 적어도 로마규정 당사국에 대하여 수사에 필요한 각종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보유한 반면277),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국의 자발적 협조278) 그

276) Luigi Condorelli and Santiago Villalpando, Referral and Deferral By the

Security Council, in Cassese and Gaeta ed.,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p. 633, footnot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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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비밀 인터뷰279) 등에 의존하는 형편이라, ICC의 소추관에 비해서

사실을 보다 잘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현직 국가원수가 ICC의 관할권의 범위

에 포섭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황(situation)의 회부를 포괄

적으로 보고, 그 안에 어떤 사건(cases)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ICC의 판

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로마규정 비당

사국의 현직 국가원수를 상대로 ICC의 관할권이 지속적으로 행사될 가

능성은 ICC의 판단에 좌우되게 되므로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

이다.

2. 상황(situation)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려 할 가능성

(1) 로마규정 제16조에 따른 권한행사

안보리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야기되는 자의성은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부 그 자체도 좌우할 수 있다. 당장 안보리결의 1593의

제 6항을 보면, 수단 외에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ICC의 관할권

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해당국이 자국민의 다르푸르 내 범죄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280). 이는 어떤 상

황에 대하여 면제가 보편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창출되는 것을 경계했

던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281). 그런데 이는 특정 사건(cases)을 상황

277) 로마규정 제 90조, 제 93조 참조.

278) supra note 276, para. 22 이하.
279) supra note 276, para. 34~36.

280) United Nations, supra note 180, para. 6.
281) Robert Cryer, Sudan, Resolution 1593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No. 1, 2006, p. 214. 여기서는

UN주재 미국 대사 패터슨(Patterson)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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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어떤 포괄적인 상황

하에서 ICC가 갖는 광범위한 판단권을 존중하는 제 13조 (b)의 취지와

는 거리가 있다282).

아프리카연합도 안보리결의 1593 발효 직후, 로마규정 제16조를 통하

여 Al-Bashir 사건을 ICC회부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Bashir의 체포 및 기소가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반란단체들의 비

협조를 조장하여 다르푸르에서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안보리 내에서는 위 제외요청에 대하여 견해가 갈렸다.

중국, 인도네시아, 리비아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위 제안을 공개적으로 수

용한 반면, 크로아티아,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는 위 제안에 대해 기본적

으로 반대하였다283). 이러한 견해차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안보리는 결

국 안보리결의 1828을 통해 “아프리카연합의 제안에 유의(note)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284).

providing protec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ntributing States is

precedent setting as it clearly acknowledges the concerns of States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and recognises that persons from these States should

not be vulnerable to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to the ICC, absent consent

by those States or a referral by the Security Council. We believe that, in

the future, absent consent by a State involved, any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of nationals of non-party States should come only pursuant to

a decision by the Security Council... Protection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hould not be viewed as unusual.”(밑줄 필자 부)

282) Ibid., p. 212.

283) Charles C. Jalloh, Dapo Akande, and Max du Plessis, Assessing the

African Union Concerns about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fric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4, p. 48.
28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28, Doc.

S/RES/1828(2008), Preamble: “Taking note of the African Union (AU)

communiqué of the 142nd Peace and Security Council (PSC) Meeting dated

21 July (S/2008/481, annex), having in mind concerns raised by mem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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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안보리결의가 갖는 정치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기존에

제16조를 활용하여 자국민에 대한 ICC의 수사를 배제해왔던 미국이 이

번에는 제16조를 활용하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안

보리결의 1422를 추진함으로써, 로마규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ICC가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수

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였다285). 반면 안보리결의 1822의

추진과정에서는 아프리카연합이 제안한 회부배제가 Al-Bashir에게 잘못

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위 제안의 채택을 반대하였다286). 이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

권 행사 여부가 좌우된다면, Al-Bashir 사건에서의 결론이 일반화될 가

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2) 아프리카연합의 제16조 개정 노력

이러한 정치적 자의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연합

은287) 제16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만일 안보리가 제16조상의

권한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UN총회가

the Council regarding potential developments subsequent to the application

by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14 July 2008, and

taking note of their intention to consider these matters further”

28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22, Doc.

S/RES/1422(2002), para.1: “Request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that the ICC, if a case arises involving current or

former officials or personnel from a contributing State not a Party to the

Rome Statute over acts or omissions relating to a United Nations established

or authorized operation, shall for a twelve-month period starting 1 July 2002

not commence or proceed with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ny such case,

unless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otherwise...”

286) Jalloh, Akande and du Plessis, supra note 283, p. 23.
287)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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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위 UN총회의 결의

는 평화에 대한 단합결의(United for Peace Resolu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77(v))에 따라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이

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ICC는 애초에 UN기관도 아니고

UN의 회원도 아니어서 안보리나 총회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6조는 ICC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ICC의 명시적 동의 없

이는 안보리의 회부배제결의도 ICC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한 총회결의와 안보리결의가 별다른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위 제안의 법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 제안이 UN헌장 제12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288). UN헌장 제12조는 안보리가 어떤 사항에 대하

여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총회 차원에서 권고

(recommendations)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안보리가 로마규

정 제16조상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이것이 UN헌장 제12조

소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것인지 문제된다. 우선 로

마규정 제16조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이것을 표결에 상정하지 않고 의

제에서 명시적으로 삭제한다면, 이 사안을 제12조에 따라 총회에서 논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UN관행과 합치하는 것이기도 하

다289). 그런데 아프리카연합의 개정안은 안보리가 로마규정 제16조 관련

안건을 의제에서 명시적으로 삭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전반에 대해서 총회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관한 현행 해

석론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안보리가 표결을 행하지 아니하기만 하면 총

288) Ibid., p. 31.

289) 김대순, 상게서, p.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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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위험이 있다. 이는 안보리에 국제평화

와 안전을 위한 제 1차적 책임을 부과한 UN헌장 제25조의 취지를 무색

하게 만든다290).

II.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배제

1. ICC가 권한행사에 부동의할 경우

앞서 제3장에서는 안보리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을 ICC에

부여할 수 있지만, ICC가 실제로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ICC의 동의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Al-Bashir 사건에서 Luis

Moreno-Ocampo 소추관은 안보리가 부여한 위와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

로 행사했기 때문에 ICC의 동의 여부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런데 만일 다른 사건에서 ICC가 위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

거나 그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안보리의 면제제거권한은 실제로 발동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ICC가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

우 안보리결의 1593과 같은 결의가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를 제거한다는

관습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ICC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 문제된

290) AU에서는 평화에 대한 단합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 UN총회

결의 377(v))에서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었고, ICJ가 Palestine Wall 사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위 규정이 국제법과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의는 안보리가 제 7장상 강제조치를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의가 표결에 부쳐진 경우에도 총회가 권고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어 AU의 제안보다 UN헌장에 저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울러 위 결의는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아니한 현 사안과 같은 사안은 직접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 사례의 정합성 역시 의심된다. Jalloh, Akande and du

Plessis, supra note 283, p. 3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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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C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직 국가원수가 혐의점이 있다고 믿을 만할 합리

적 이유(reasonable grounds)가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ICC소추관이 애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이 있

다. 이 경우 ICC는 자기에게 어떤 사건(case)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할 권한(이른바 Kompetenz-Kompetenz)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291),

ICC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

해 ICC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견제수단으로는 로마규정 제39조 제2항 (b)호 소정의 상

소심재판부(the Appeals Chamber)에 상소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ICC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한 견제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아울러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직 국가원수에 사면(amnesty)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할권 행사를 거

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권한행사 자제도 합법적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 즉 (i) 제53조 2항 c호에 의하여 소추관은 “소추가 정의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불소추를 결정할 수 있고, (ii)

제15조에 의하여 소추관은 직권으로 불소추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292).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그 사면결정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

291) Michail Vagias,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83~84. 로마규정 제 58

조는 체포영장에 필요한 혐의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전심재판

부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ICC에도 Kompetenz-Kompetenz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92) Yasmin Naqvi, Amnesty for War Crimes: Defining the limits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5, No.

851, p. 615; Michael P. Scharf, The Amnesty Excep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2,

No.3, p. 5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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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293) 이를 국제법상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이다.

2. 제13조 b가 부재할 경우

만일 제13조 b가 부재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결의를 통하

여 ICC가 제27조를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하나의 문

제이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안보리가 회부대상 결정에 있어서 정치

적으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왔고, 그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제 13조 b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보리결의

1593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처럼 어떤 사건을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로 가져가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번째의 경우에 문제는 바로 13조 b가 없는 상황에서도 안보리가

어떤 상황(situation)을 ICC에 회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앞서 13조

b의 존재를 가정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된

다. 하나는 이러한 결의가 ICC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을지 여부이다. 이

경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ICC의 동의가 있으면 구속력이

미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

러한 결의에 따라 ICC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것이 국제기구가 갖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와 충돌하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로마규정 제4

조 제2항이 ICC의 권한행사 범위를 “로마규정 당사국”과 “관할권 행사

에 동의하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 한정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제 13

조 b와 같은 보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27조가 현직 국가원수에 적

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로마규정 비당사국

293) Ibid., p. 617-623에서는 그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i) 사면이

부여되는 목적, (ii) 사면이 다른 책임 있는 조치를 수반하는지 여부, (iii) 그 사

면에 관한 협약이 달성되는 방식, (iv) 사면이 누구에게 부여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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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는 관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

13조 b가 개정되는 상황은 가급적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상황이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UN안보리가 독립

된 재판소를 구성할 경우 안보리는 UN헌장 제 41조에 따라 그 권한범

위를 결정할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권한범위를 UN헌장 제25조,제

103조에 따라 UN회원국에 강제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ICTY, ICTR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안보리결의 827294) 그리고 안보

리결의 955295)는 모두 UN회원국의 모든 국가에게 재판소에 협력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ICTY, ICTR

의 관할권을 부여하고 위 재판소에서의 면제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

정으로 해석된다296). 물론 ICTY, ICTR의 경우 인적 면제를 명문으로 배

제하는 규정을 ICTY규정, ICTR규정에 두고 있지 않아 현직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도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이 역시 안보리가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재판소 규정에 삽입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III. 체포로부터의 면제: 사법협력의무 조항이 부재할 경우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추후 안보리결의에 안보리결의

1593 제 6항과 같은 사법협력의무가 부재할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

지느냐이다. 수단에 대한 사법협력의무 부과가 갖는 내재적 자의성을 감

안한다면 향후 이런 형태의 의무가 계속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29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Doc.

S/RES/827(1993), para. 4.

29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 Doc.

S/RES/955(1995), para. 2.
296) Akande, supra note 35,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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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는다. 안보리결의 1593은 수단과 다르푸르 사태의 당사국에 대해서

만 사법협력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는 모든 국가들에게 사법협력의무를

부과한 다른 결의들, 예컨대 ICTY에 관한 안보리결의 827297)이나 ICTR

에 관한 안보리결의 955298)와는 대조적인 태도이다. 이는 미국이 ICC를

불신하여 그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미국은 처음에는 ICC 대

신 다르푸르 문제를 관할하는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의 설치를 주

장하였으나299), ICC의 관할권 행사를 반대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300). 그래서 이들은 대신에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자국

이 ICC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과받지 않을 것을 요하였고, 그 요구의

결과 수단 및 다르푸르 사태의 당사국들에게만 협력의무가 부과된 것이

다301).

그렇다면 추후 안보리결의에서 만일 사법협력의무가 아예 규정되어 있

지 않다면, 그 경우에도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로마규정 당사국과의 관계

에서 면제를 포기할 의무를 지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로마규정

제 9부를 비당사국에 확장 적용시키는 사법협력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로마규정 제 9부상의 협력의무가 비당사국에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로마규정 제 13조 b에 따른 관할권 확장에 따라 로마규정 전체가 비당

사국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제 9부는 관할권의 창설에 필수적인

규정이 아니고 관할권 창설 이후의 사법협력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임을

고려하면 양자 간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만일 국가들이 로마규정 제 13조 b에 따라 ICC가 비당사국 국가원수

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때에는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297) supra note 294.

298) supra note 295.
299) Heyder, supra note 3, p. 665.
300) Robert Cryer, supra note 281, p. 204.
301) Heyder, supra note 3, p. 655.



- 129 -

배제하는 국내법상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관습법이 형

성될 것이다. 이 경우 안보리에 굳이 사법협력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두

지 않더라도,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는 로마규정 당사국 영토에서

더 이상 체포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302) 외에는 없으며, 영국, 호

주, 네덜란드, 일본 등은 오히려 로마규정 제98조에 따라 로마규정상 체

포의무보다 면제존중의무를 우선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303). 따

라서 사법협력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을 경우 관습국제법을 통해 로마

규정 비당사국의 면제포기의무를 도출할 수도 없는 것이다.

IV. 논의의 정리 및 평가

위와 같은 검토사항을 통해 보았을 때, 안보리가 추후 다른 상황

(situation)을 ICC에 회부할 경우 Al-Bashir 사건과 동일하게 면제가 제

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로마규

정 제16조의 적용 또는 “상황” 자체의 한정적 회부를 통해 현직 국가원

수를 ICC의 관할권에서 아예 배제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둘

째, 안보리가 현직 국가원수와 관련된 상황을 ICC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ICC가 정치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 13조

b가 개정될 경우 제27조를 로마규정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에 적용시

302) Article 6.1, Extradition Act(1999): Despite any other Act or law, no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a request or surrender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by an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that is established

by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whose name

appears in the schedule, may claim immunity under common law or statute

from arrest or extradition under this Act.

303) 김준연, 『국제형사법상 “공적지위 무관련성 원칙”의 국내적 적용』,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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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법논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안보리결의 1593에서 수

단에게 부과되었던 사법협력의무가 부재할 경우, 수단에게 로마규정 당

사국과의 관계에서 면제포기의무를 부과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는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며 이러한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

는 Al-Bashir사건에 관한 기존의 검토가 갖는 실천적 의미를 축소시키

는 효과가 있다. 안보리결의가 어떤 내용을 취하는가에 따라 현직 국가

원수의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안보리와 ICC의

협력을 통하여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불처벌의 시대를 종결하겠다는(put

an end to impunity) 로마규정의 취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약과 관습을 법원(法源)으로 삼는 현행 국제법에서 위와 같은 불확

실성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로마규정 제 13조 b에 따른 안보리결

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상황 안에 포섭되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는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관습국제법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행의 반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i) 안보리결의 1593

과 동일한 내용의 안보리결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ii) 안보리결

의 1593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제 2 절 관습국제법 확립 가능성

I. 결의 자체의 반복 가능성

안보리가 위와 같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 ICC의 관할권을 창설하

였을 때에, 그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 역시 박탈된다는 관습국제법이 성

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본다. 그 하나의 가능성은 안보리의 결의가 반

복되고, 그에 대한 국가들의 실행이 누적되어 점차 필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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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적 확신으로 바뀌는304)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보리의 관행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

리가 갖는 정치성 때문에 현직 국가원수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회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북한의 경우

에도 국가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305)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UN인권고등

판무관 소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결론이고, 동 위원회에서 안보리에 의한 회부를 권고하고 있

다306). 그러나 그것이 안보리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중국 등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307). 다르푸르와 비슷하게 UN산하 위

원회에 의한 사실조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안보리의 결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안보리의 반복관행 가

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로마규정이 2002년 발효된 이래 안보리가 어떤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 사례는 단 2건 뿐이다.

II. 안보리결의 1593의 반복실행 가능성

304) Cassese, 강병근 역, 상게서, p. 201.

305)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364, para. 372, para. 1026 이하.

306)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87.
307) 조정현,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년 봄호,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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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에서의 결의실행 반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리결의 1593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

가 향후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안보리의 반복적인 실행을

통하여 “안보리의 결의는 곧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를 배제한다”는 내용

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1593에 따라 로마규정 당사국에 부과된 체포의무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역설적으로 위와 같은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필요한 국가실행이 축적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차드, 케냐, 지부티 그리고 말라위 등 다수의 국가에서 Al-Bashir가

자유로이 입국하고 출국하는 사태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다308).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Al-Bashir에 대한 체포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실행을 보여왔다는 증거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Al-Bashir을 체포하는 대신 Al-Bashir가 참가하

는 국제회의나 국가행사의 주최를 거부하거나, Al-Bashir의 불참을 공식

적, 비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9

년 5월 Jacob Zuma 대통령의 취임식에 Al-Bashir를 초대한 것으로 알

려졌으나, 취임식 전날 “수단 정부를 초청하였을 뿐 Al-Bashir를 초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었다309). 2012년 6월에는 말라

위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AU Summit)의 개최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정상회의에서 Al-Bashir의 참가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말라위

의 Khumbo Kachali 부통령이 “정상회담이 고집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라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내각의 결정이

308) South Africa Litigation Centre, Positive Reinforcement: Advocating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Africa, p. 59.
309) Ibid., p. 61.



- 133 -

다”310)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보츠와나에서는 말라위의 주장을 지지하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311).

둘째는 아프리카 내 ICC당사국들의 일부 국가기구들이 Al-Bashir에

대한 체포의무가 자국에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5월 케

냐 정부 자국에서 개최되는 AU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에

Al-Bashir를 외무장관 명의로 초청하였지만312), 당시 케냐 총리는 자신

은 Al-Bashir의 방문에 대해 통보받은 적 없다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고 지적한 바 있다313). 케냐 총리의 반발은 케냐 내 시민사회의 반발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그 때문에 2010년 10월 Al-Bashir의 초청이 예정

되었던 정부간 개발회의(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는 연기되었으며, 2010년 월드컵,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장례식에도

남아공 정부는 수단 국가원수의 불참을 요청한 바 있다314). 나이지리아

도 자국에서 열린 AIDS 관련 총회에 Al-Bashir가 참가할 경우 그를 체

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315), 미국은 Al-Bashir가 UN총회 참여를

요청하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에 대한 체포의무가 있음을

표시하였다316).

310) Ibid.

311) Ibid.: “... It is our considered view that Malawi as a sovereign State

ha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it may seem necessary, in fulfillment of her

obligations under both the Rome Statute and the AU.”

312) Ibid.

313) P. Opiyo, “Raila slams Bashir invitation”, The Standard, 30 August

2010, in Elise Keppler, Managing Setbacks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Law, Vol. 56, No.1, p.4.
314) Tladi, supra note 271, p. 502.
315) “Nigeria hints it was preparing to arrest Sudan’s Bashir during visit”,

The Sudan Tribune, August 19, 2013, available at:

http://www.sudantribune.com/spip.php?article47721 [2016년 1월 16일 최종방문]

316) “Bashir will not participate in UNGA meetings:, The Sudan Tribune,

http://www.sudantribune.com/spip.php?article4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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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각국 사법부에서 Al-Bashir에 대한 로마규정 당사국들의

체포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케냐 나이로비

고등법원(High Court of Kenya in Nairobi)에서 Al-Bashir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317).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보편관할

권에 대한 진보적 해석에 기초하여 케냐 정부는 국제범죄를 행한 자의

국적, 공적 지위, 케냐 내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을 체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318). 특히 재판부는 Pinochet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을 통해 케냐가 관할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319). 또한 이러한 국제법상 의무가 케냐 헌법을 통해 케냐의 국내법

으로 편입되었다고 선언하였다320). 위 판결에 대한 상소가 2012년 5월

케냐 대법원(Supreme Court of Kenya)에서 기각됨으로써321) 케냐 사법

부가 갖는 법적 확신이 보다 확고하게 확인되었다.

2015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북가우텡 고등법원(High Court of

South Africa (North Gauteng Division, Pretoria))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August 6, 2015, available at:

http://www.sudantribune.com/spip.php?article55955 [2016년 1월 16일 최종방문]

317) Republic of Kenya in the High Court of Kenya in Nairobi, Misc.

Criminal Application No. 685 of 2010, The Kenya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Jurists v. Attorney General and Others, p. 15.
318) Ibid. 보편관할권의 범위 및 그로부터 체포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 이른바

aut dedere aut judicare원칙과 보편관할권 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

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 이 문제를 다

루지는 않기로 한다.

319) Ibid., p. 17. 이러한 판시는 앞서 말한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 간 구분론과

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20) Ibid., p. 13.

321) Supreme Court of Kenya, Criminal Appeal 1 of 2012, The Kenya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Jurists v. Attorney General and

Others, p. 1.

http://www.sudantribune.com/spip.php?article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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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가 나왔다. Al-Bashir가 2015년 6월 AU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

카공화국을 방문하자 시민단체인 South African Litigation Centre에서

Al-Bashir에 대한 체포를 행정부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판결에서, 재

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부가 Al-Bashir를 체포할 의무를 부담한

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로마규정 제89조에

따라 ICC의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의무를 부담하고322), 이는 로마규정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행법률을 타고 남아공의 국내법상 의무로 편

입되었다323)고 판시하였다. 케냐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점은 면제규칙을

배제하는 근거에 대한 판단인데, 보편관할권에 대한 진보적 해석에 의존

하여 면제규칙의 적용을 배제시켰던 케냐 재판부와는 달리, 남아공 재

판부는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면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확인하

였다324).

이처럼 국제법적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뒤

집는 결정을 할 경우 어느 실행이 그 국가의 법적 확신 있는 실행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그 국가의 헌법, 법률상 어떤 기관이 법적 확신을 최

종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어

떤 의무의 존부에 대해서 권위 있는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관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존재하고, 그 기관이 어떤 의견을 밝혔다면, 그 의견이 바로

322) Republic of South Africa, High Court of South Africa (Gauteng

Division, Pretoria), The Southern Africa Litigation Centre v. Minister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et al., para. 11.
323) Ibid., para. 24.

324) Ibid., para. 28. 9. Para 28.8에서는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을 면제규칙 배

제의 근거로 들면서, 제27조 제2항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수단에 적용되는 근

거로 2014년 콩고의 비협조에 대한 ICC결정을 들었다. 위 결정의 판시사항 중

하나인 “안보리결의가 면제규칙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배제하였다”는 문구를 인

용한 것이다. 이는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 자체가 수단

에 확장 적용된다는 Dapo Akande의 견해에 기초한 판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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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무의 존부에 관한 그 국가의 의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케냐

국제범죄법(the International Crimes Act of 2008) 제29조, 제30조에 의

하면 케냐 정부가 ICC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외무장관이

고등법원 판사에 통보한 후 그 판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325).

마찬가지로 남아공 로마규정 이행법(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ct) 제 8조는 남아공 제 1심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ICC

의 체포영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법원이 체포영장을 접수한 때

에는 남아공 내 체포가 가능하도록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326). 구체적

으로 제 1심법원은 체포대상자에게 당해 영장이 적용되는지,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남아공 헌법상

그의 기본권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심사(inquiry)를 진행하고, 그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의무를 부과받는

다327). 그러므로 케냐나 남아공이 Al-Bashir를 체포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받는지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은 바로 사법부인 것

이다328). 위 사법부가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에 대한 면제를 제거

325) S.29. (1) If a request for surrender, other than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referred to in Section 28, (2) The Minister shall, if satisfied that the

request is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by Article

91 of the Rome Statute, notify a Judge of the High Court in writing that it

has been made and request that the Judge issue a warrant for the arrest of

the person whose surrender is sought.

S. 30 (1) after receiving a request under Section 29, the Judge – may

issue a warrant in the prescribed form for the arrest of the person if the

Judge is satisfi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presented to him that-

326) S 8(2)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ct.

327) S 10(1)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ct.

328) 김대순, 상게서, p. 59, 각주 63: “이를테면, 외국기관에 국가면제를 부여할

것인지의 쟁점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해가 다르다면, 이 문제에 대한 사

법부, 특히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그 국가의 최종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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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법적 확신을 갖고 행동한 이상 이것은 남아공, 케냐의 법적 확

신 있는 국가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아공과 케냐의 판결이 Al-Bashir의 체포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점은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아쉽

다. 그러나 국가관행에 게재된 법적 확신은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인

식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느낌(feeling)329)이다.

그러므로 남아공의 판결과는 달리 케냐의 판결이 보편관할권에 대하여

현행 국제법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해석을 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케냐

의 법적 확신이나 관행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이처럼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에 대한 체포의무를 자국에 부

과하였다고 믿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태도를 바꾸는 국

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케냐 행정부의 경우 처음에는 위 의무에 대

한 집행을 거부하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Al-Bashir에 대한 초

청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말라위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Al-Bashir을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회의에 초대했었다가, 2012년 아프

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는 Al-Bashir의 초대를 거부한 것이다. 이처럼 안

보리결의가 국가원수의 면제를 배제시켰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

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은 반대의 법적 확신에 기초하여 행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의무를 그저 위반(breaches of that rule)330)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2. 아프리카연합의 관습국제법 형성 저지 노력

할 것이다.”

329) supra note 78, p. 44.
330) supra note 79,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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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이 ICC의 체포영장에 맞추어 Al-Bashir에 대한 초청

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프리카연합에서는 안보리결의 1593의 규

범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 7월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는 아프리카연합 회원국들에게 “Al-Bashir의 체포에 관하여 ICC와 협

력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였다. 만일 위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이면서 로마규정 당사국인 국가들은 ICC에 대해서

는 Al-Bashir의 체포에 협력할 의무, 아프리카연합에 대해서는

Al-Bashir의 체포에 협력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국제

법상 의무의 충돌로서 전형적인 규범의 충돌(conflict of norms)에 해당

하게 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의무를 이행하든 다른 한 쪽 의무를 위

반하게 되는 국가들은 결국 Al-Bashir 관련 사안에 소극적으로 반응하

게 될 것이고, 이는 안보리의 면제제거권한을 일반적으로 확립시키기 위

한 국가관행 축적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관행을 안정적으로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규범의 충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규범의 충돌의 전제로서, 아프리카연합 총

회의 결의사항이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연합 헌장 제 23조는 “연합의 결

정과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재에는 타 회원국들과의 통항 및 통신망 제공의 거부, 기타 총회에서 정

하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즉 위 총회결의

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정치적, 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일견 법적 구속력이 있어 보인다331). 만일 위 통항 및 통신

망 제공의 거부에 국제법상 무해통항권 제한이 포함된다면, 이는 국제법

331) Max du Plessis and Christopher Gevers, Balancing Competing

Obligations: the Rome Statute and AU Decision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Paper 225, October 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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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법행위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으로서 일종의 대항조

치(countermeasures)에 해당한다. 대항조치는 국제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서만 허용되므로, 위 조문의 구조는 AU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런데 Al-Bashir의 결의와 관련된 교섭과정을 보면, 과연 국가들이

위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협상과

정에서 A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총회의 위와 같은 결의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천명하는 문구

를 총회결의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내용은 국가들의 반

발에 의하여 최종 초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332). 그리고 남아

프리카공화국은 총회 결의 이후에도 자신들은 Al-Bashir에 대한 체포요

청에 협력할 것임을 천명하였고333) 보츠와나도 위 결의에 따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334).

그리고 설령 위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존 안

보리결의의 법적 효력이나 그 결의에 따라 면제를 제거할 의무에 대한

법적 확신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규범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조약상 의무의 충돌은 조약법협약 제59조335)의

332) Keppler, supra note 313, p. 4.
333) Kwinika, “Sudan President Bashir, accused of war crimes, would be

arrested in South Africa, says ANC”,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28, 2010.

334) Keppler, supra note 313, p. 4.
335) Article 59(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mplied by conclusion of a later treaty): 1. A treaty shall be considered as

terminated if all the parties to it conclude a later treaty relating to the same

subject-matter and:

(a) It appears from the later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intended that the matter should be governed by that treaty; or (b)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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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다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336),

아프리카연합 회원국들 중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AU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와 별개로 ICC에 대한 의무 역시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AU총회의 결의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AU총회를 통해 상반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자체

가,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Al-Bashir에 대한 법적인 체포의무를 부담한다

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들의 법적 확신에 기초한 국가실행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저지조항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AU의 결의사

항에 부가된 이른바 조화조항(balancing clause)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위 조화조항에 의하면 AU회원국들은 “가능한 경우 AU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와 ICC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조화시킬”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그런데 양 의무는 각각 동일 객체를 체포할 의무와 체포에 협

조하지 아니할 의무로서 양 의무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조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에 대해서 어쨌든 조화의무를 부과

한 것은 AU회원국들이 ICC에 대한 체포의무가 갖는 법적 규범력을 무

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Al-Bashir의 체포에 반대했

던 국가조차도 안보리결의 1593이 면제규칙의 적용을 배제했다는 면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the provisions of the later treaty are so far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e

earlier one that the two treaties are not capable of being applied at the

same time.

336) 조약법협약 제 30조 제 3항 참조: When all the parties to the earlier

treaty are parties also to the later treaty but the earlier treaty is not

terminated or suspended in operation under article 59, the earlier treaty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its provisions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later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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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안보리결의 1593과 같은 구조의 안보리결의가 반

복되어 관습국제법이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안보리결의 1593의 내용에

대한 국가실행이 반복되어 관습국제법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국가들이 안보리결의 1593에 의해서 Al-Bashir의 면제가

제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적인 확신을 갖고, 그에 맞추어 행동을 한

다면, 로마규정 제 13조 b상의 안보리결의를 통해서 로마규정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가 제거된다는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성립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첫째는 안보리결의

1593이 규범을 창설하는 성격의 국제문서가 아니기 때문에337), 이에 기

초한 국가실행을 국제규범에 대한 법적 확신의 존재에 기반한 실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결의 1593은 국가면제와 관련한

어떤 추상적 규범을 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Al-Bashir 사건이라는 구

체적인 사건 관련한 ICC관할권의 확장을 가져오는 문서라는 것이다. 그

러나 안보리결의 1593이 과연 Al-Bashir의 면제를 제거하였는지의 문제

가 문언상 불확실한 상황에서, 케냐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Al-Bashir

에 대한 체포의무를 인정한 것은 “안보리결의 1593과 같은 안보리결의는

로마규정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도 제거한다”는 일종의 법적 확

신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무이행의 근거가 규범창출적 문

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의무이행이 관습국제법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이행만으로 관습국제법 성립에 필요한 관행

의 일반성(generality)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338). 그러나 2009년

337) supra note 7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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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shir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 Al-Bashir가 방문한 국가들이 주

로 아프리카국가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국

가들의 실행이 미국 등 타국의 국가실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국가관행이 축적되더라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로마규

정 제16조를 통하여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배제하려할

경우에는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행의 확립은

사법협력의무와 관련된 조항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게 면제포기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주고, ICC가 자신의 관할권행사

가능성에 의문을 품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338) 김대순, 상게서,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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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Al-Bashir의 면제에 대한 ICC의 태도와 관련해

서 다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C의 초기 결론은 로마규정이 갖는

관습국제법성을 과장한 오류가 있다. 초기에 ICC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해서 로마규정 제27조를 적용시키는 문제에 있어 관습국제법에 크게

의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Al-Bashir가 ICC로부터 누리는 관할권으로

부터의 면제, 그리고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으로부터 누리는 체포로부

터의 면제 모두 국가원수면제를 배제하는 관습국제법의 확립으로 해결되

었다는 견해를 취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ICC가 이러한 결론에 이름에

있어 현행 관습국제법의 현주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로마

규정의 취지에만 의존하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우선, ICC는 면제규칙 적용의 전제로서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수단

의 국가원수에 대해 ICC의 관할권이 성립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했어야

하나 이 문제를 온전히 간과해 버렸다.

(ii) Al-Bashir가 관할권으로부터 누리는 면제는 관습국제법상 물적 면

제에 대해서만 배제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ICC는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를 구분하지 않고 관행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즉 중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의 물적 면제가 배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도 있고 그에 따른 국가실행도 있으나, 국가원수의 인적 면

제를 박탈하는 관습국제법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ICC는

Gbagbo, Gaddafi, Taylor 등 여러 국가원수의 사례를 들어 후자의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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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존재함을 증명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는 모두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사례가 아니므로 인적 면제가 배제되는 관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는다.

(iii) 또한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ICC는 관할권으로부터의 물

적 면제를 배제하는 국제관행을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관행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마치 ICC가 인도요청을 하기만 하면 체포로부터의

면제가 전면 배제되는 듯한 오해를 낳고 있다. 오히려 체포로부터의 면

제는 제98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는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할 문제이며, 제27조는 규정취지상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

는 규정임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하여 제27조에 동의한 로마규정 당사국

들 사이에서는 체포로부터의 면제가 문제되지 않지만, 제27조에 동의하

지 않은 로마규정 비당사국과 로마규정 당사국 사이에서는 체포로부터의

면제가 여전히 문제된다.

둘째, 제3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CC는 이후 안보리결의 1593에

의존하여 Al-Bashir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결방

법을 찾을 수 있었다.

(i)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 성립 문제와 관련하여, 안보리결

의 1593은 Darfur와 관련된 상황(situation)을 포괄적으로 ICC에 회부함

으로써 ICC가 Al-Bashir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여하였

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결의 채택 당시 사실인식의 기초가 되었던

Darfur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Al-Bashir에 혐의점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ICC의 소추관은 Al-Bashir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함으

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관할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다.

(ii)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안보리가 과연 로마규정 비당

사국인 수단에 제27조를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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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구체적으로 UN안보리결의는 UN회원국이 아닌 ICC에 대해 구

속력이 없다는 점, UN안보리결의를 통하여 ICC에 부여된 권한은 로마규

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기구의 권한범위를 초월한 것이라는 점,

안보리는 면제규칙에 반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1593은 ICC에 대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

여하는 결의이므로 ICC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그 결의가 ICC를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ICC의 권한범위는 안보

리결의에 의해 비당사국에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확장해석해야 하며,

또 안보리결의는 일반국제법에 대해 특별법을 구성하므로 기존 관습국제

법에도 불구하고 Al-Bashir의 면제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

보리는 ICC의 관할권 행사 근거로서 로마규정을 수차례 언급함으로써

제27조의 적용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iii) 체포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제27조가 ICC와 수단 간 관계에

서 확장 적용된다고 해서 수단과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 사이에도 제

2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27조와 제98조 간

충돌은 여전히 잔존하는데, 왜냐하면 수단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서

제98조 제1항 소정의 “동의(consent)”를 표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보리결의 1593에서 수단에 대해 사법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

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단이 제3국과의 관계에서 Al-Bashir의 면제를 포

기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단은 안보리결의 1593, 로마규

정 제 9조에 의해 Al-Bashir를 국내에서 체포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해

외에서 Al-Bashir가 체포되는 것 역시 용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4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안보리결의 1593을 통해 도출된 결

론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

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그 근거로 I) 추후 안보리결의에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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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규정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다

는 점 II) ICC가 로마규정에 따른 권한행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 III) 사법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면

제포기의무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보리결의가 어떤

내용을 취하는가에 따라 현직 국가원수의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

성이 계속된다면, 안보리와 ICC의 협력을 통하여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불처벌의 시대를 종결하겠다는(put an end to impunity) 로마규정의 취

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1593의 완전한 실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위 결의에 대한 법적 확신에 기초한 국가관행이 축적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의 사법부가

안보리의 면제제거권한을 인정하고 Al-Bashir에 대한 체포의무를 자국

행정부에 부과한 것이다. 아프리카연합은 관행의 축적을 저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 총회를 통해 Al-Bashir에 대한 체포에 협력하지 아니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하였지만, 이러한 요청은 Al-Bashir를 체포할 의무

가 있다는 아프리카 ICC회원국 내 법적 확신을 더욱 확인시켜줄 뿐이다.

Al-Bashir 사건은 불처벌의 시대를 종결하겠다는 로마규정의 목적이

국가면제와 조약의 상대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을 보여준다. 본고

에서는 안보리결의를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론

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국 결론은 로마규정을

통해 확립된 조약체제가 관련 안보리결의와 국가관행의 점진적 축적을

통하여 타국으로 그 규범력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현재 국가원수의 처벌에 관하여 로마규정은 조약체제로서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일단은 이 문제는 안보리결의 1593의 구속력 그리

고 반복된 집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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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결의 1593을 통하여 ICC 관할권 대한 국가원수의 면제가 제거되

는 모습은 안보리가 UN헌장 제 7장을 통하여 당초 의도되었던 사실적

인 집행기능을 넘어서 법률적 효과를 창출하는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339). 그런데 안보리는 정치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적 기능 수행은 자칫하면 법치주의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340), 또한

상임이사국들의 비토권의 존재로 인하여 법의 집행이 국제정치적 권력관

계에 깊이 개입할 가능성을 남긴다341). 따라서 현행 UN헌장 제 7장의

문언상 안보리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의 법

치주의 증진의 관점에서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제한이 이론적으로 필요

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39) Rosand, supra note 145, p. 542.
340) Whittle, supra note 212, p. 678.
341) Tendayi Achiyume, The African Uni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ackground Paper, Irvine School

of Law ICC-UNSC Workshop, November 201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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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urity Council) issued Resolution 1593, referring the situation

in Darfur, Suda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with Article

13.(b)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me Statute) as the legal basis.

The ICC has since then focused its investigative efforts on the main

perpetrator of the Darfur crisis, Sudanese President Omar Hassan

Al-Bas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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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couple of legal problems on the ICC’s investigation.

First, there was the issue of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ICC. Sudan, being a non-party to the Rome Statute, is not binded to

obey Article 27 of the Rome Statute. The ICC has tried to apply

Article 27 on Sudan on the grounds that only doing so would

conform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ome Statute, arousing

much criticism. There was added complexity to this situation as

Al-Bashir made diplomatic trips to third states that were parties to

the Rome Statute- which gave rise to the second problem, the

immunity from arrest in third states.

This dissertation is about Al-Bashir’s immunity. The ICC at first

tried to solve the immunity problem relying on the supposed

develop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exception to

head-of-state immunities, but faced intense criticism; then the ICC

switched its course, relying instead on the binding force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 The ICC’s position

is a part of the effor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mperative to

punish all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need to respect state

sovereignty. So an evaluative analysis on whether the ICC’s logic

conforms to current jurisprudence is needed. Also, the value of the

Al-Bashir case on the global campaign to put an end to impunity

must also be assessed, which means that an examination on whether

the conclusions of the Al-Bashir case can be applied to other cases

is needed.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se issues, we will examine them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that the ICC’s

initial position entails. The ICC’s initial posi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CC tried to justify its exercise of jurisdiction to

Al-Bashir by arguing that Article 27 of the Rome Statute is 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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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the process the ICC ignored

the difference between immunity ratione personae and immunity

ratione materiae, and so remained oblivious to the fact that the rules

on international crimes exceptions to immunity are being more slowly

developed in the realm of immunity ratione personae than in that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So the ICC did not fully explain how an

incumbent head-of-state like Al-Bashir is deprived of personal

immunities. 2) Also, the ICC concluded that when Al-Bashir is

staying on third states other than Sudan, that third state has an

obligation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detain Al-Bashir and

hand him over to the ICC. Critics pointed out that this made Article

98 of the Rome Statute redundant, and that this position robbed

Al-Bashir of the immunities which would have protected him from

jurisdiction from third states.

This dissertation will 1) first examine both personal and functional

immunites accorded to heads-of-state. 2) Then it will examine

whether Al-Bashir enjoys immunities from ICC jurisdiction. The main

point of discussion will be whether Article 27 of the Rome Statute

also applies to non-parties. 3) Then a review on whether Al-Bashir

is immune from arrest in third states will be conducted. Ultimately,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between parties to the Rome Statute, the

ICC can indeed exercise jurisdiction on incumbent heads-of-state and

request for his/her surrender to third states. The jurisprudence,

however, is different when the head-of-state is a national of a state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even if the ICC has jurisdiction over

that head-of-state, it cannot exercise it due to rules on

immunity(immunity from jurisdiction, and if that head-of-state recides

on territory of a third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the third state

is not obliged to hand him over to the ICC. The Rome Statute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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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indeed provide effective jurisdiction over non-parties to the

Statute. This is obvious according to the relative legal power of

treaties, and means that the provisions on immunity on the Rome

Statute are yet to gain customary status.

Second, we will examine whether the ICC’s revised logic relying on

the power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tands scrutiny. The

Security Council assume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rticle 25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empowers the Council to issue resolutions binding to UN

Member States. Resolution 1593, however, is silent on the ICC’s

jurisdiction of Al-Bashir and the question of his immunity, which

means that this problems has to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esolution. We will examine 1) whether the Resolution removes

Al-Bashir’s immunity from jurisdiction, 2) and whether it removes his

immunity from arrest in third states. This will reveal that Resolution

1593 has special features that enable it to remove the immunity

huddles the ICC faces in putting Al-Bashir to trial.

Third, we will examine whether the conclusions stated above can

be applied to other case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put an end to

impunity, a conclusion specific to the context of the Al-Bashir case

is insufficient. If the conclusion cannot be generalized, that calls for

an examination on wheth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n be

developed for such generalization.

Chapter 2 will deal with the first discussion, Chapter 3 with

second, and Chapter 4 with third. These discussions will comprise 1)

whether the head-of-state immunity can be removed for international

crimes, 2) whether the mechanism for the waiver of immunity is

crystallized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nd the way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a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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