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박사학위논문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황 명 준 



 



i 

 

[국문초록] 

 

 

근대 국제법 체제 하에서 등장하게 된 주권 국가들은 상호 평등의 전제 아래 

국제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국이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권면제는 그러한 체제를 반영하는 산물이었다. 주권

면제의 실행에 있어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일국의 ‘주권적 공법행위(acta jure 

imperii)’에 대해서만 적용을 국한하는 변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관습국제

법으로서 거듭 확인되었던 사항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법원들이 

현대 국제법의 질적,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권면제의 틀을 고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점이 존재함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후의 국제 질서는 근대 국제법이 예정하던 모습으로부터 근본

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법 주체의 다양화, 

강행규범(jus cogens)의 태동, 그리고 일련의 전범재판은 2002년의 국제형사

재판소(ICC)의 창설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그러한 흐름은 국가책임과 관련 제

재의 실효성이 부단히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한적 주권면제의 

실행 역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련의 국내외 

법원이 최근까지 지지하고 있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은 국제법의 새로운 흐

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주권적 공법행위’ 내에 통상의 국

가 행위나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모두 포섭되는 등, 기존의 개념으로

는 국가 행위들 간의 질적, 양적 차이를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은 기존 실행의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주

권면제에 있어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관철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국내외 법원의 결정들

은 제한적 주권면제 실행의 예측가능성을 과도하게 고수함으로써, 현대 국제

법의 발전 방향과 유리된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 하에 법적 공백 지대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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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이나 ‘Al-Adsani 사

건’ 등의 법정 의견에서 드러나듯이 주권면제는 역설적이게도 국제법상 중대

한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과 궁극적으로

는 인권 보호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외 법원에서의 논점을 파악하고서 주권면제가 어느 정도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정리되어야 한다.  

주권면제를 고수하는 국내외 법원의 실행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반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판결들을 정리하면 분명 일맥상통하는 특성이 드

러남은 주목할 만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과 관련하여 2014년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앞의 국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이탈리아 국내 입법과 후속 실행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제동

을 걸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기인하

는 손해를 구제받으려는 자국민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은 이탈리아 헌법 질서 

상의 불가양적 근본 가치에 해당됨을 그 이유로 하였는데, 이는 절차적 성격

의 주권면제의 명분 하에 강행규범 위배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몰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치의 약탈문화

재 반환 문제, 국가 기관에 의한 고문, 테러행위등과 관련된 국내 판결에서

는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취지의 결정이 단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

권의 보호는 현대 국제법 하에서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개인의 ‘사법에의 접

근’을 통한 재판상 구제가능성은 소속 국가의 전후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피

해자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되는 최후 수단이다. 따라서 

이는 주권면제 제한 가능성의 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권면제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통하여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가능성은 종전 후 70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 개인의 전후 배상 문제가 완결

되지 아니한 체로 남아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강행규범 위반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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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제의 마지막 보루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요컨대, 주권면제이론과 그 

실행은 현대 국제법에서 재정립되는 인권 친화적 실행에 따라 부단히 제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사실상의 면죄부로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인이 요망되는 시점에 

와 있다.    

 

 

주요어: 주권면제, 강행규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사법에의 접근, 책임 공

백 지대, 전후 배상, 인권  

 

학번: 2005-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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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래로 전후 국제법 질서는 이전과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즉, 상대적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독립국들을 

대상으로 발전하였던 근대 국제법 체제는 이 시점을 계기로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팽창주의를 명분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도 불사하였던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의 전체주의 

체제가 전면 부인1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후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근대 

국제법 상 특별히 규제를 받지 아니하던 국가 실행에 대한 수정이나 제재 

역시 불가피한 흐름이었다. 예를 들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무력 사용, 

침략, 그리고 식민지 경영 2  등은 현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는 불법화되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직접적, 간접적 

피해에 있어서도 책임 귀속의 양상은 복잡하게 되었다.  

근대 국제법 체제는 서부, 중부 유럽이라는 지역적 범주 속에서 그 주체도 

대체로 군주국으로 이루어진 동질성 속에서 유래, 전개되어 온 산물이었다. 

이는 고전적인 ‘국가 간의 법(Law of Nations)’ 개념과 명칭의 견지에서 

적절하게 부합되는 체제였다. 특히, 이러한 구조 내에서 본다면 국제법상 

주요 법원(Rechtsquelle)인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성립 문제에 있어서도 주권 

                                          
1 UN 헌장 제53조와 제107조 참조. UN 헌장은 지역적 약정과 과도적 안전보장조치에 관한 

부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 또는 적국’이었던 국가에 대한 일종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후의 UN 체제가 구 적국에 대한 단절,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었

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 외에 국제신탁통치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UN 헌장 제77조 

제1항의 나에서도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후의 

UN 체제가 연합국 진영이 구상한 새로운 질서를 예정함을 시사한다.       

2 UN 헌장 제76조 나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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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 합치나 법적 확신(opinion juris) 등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자유 의지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따라서 근대 국제법은 그 

주체들의 ‘사적 자치’ 영역으로 예정되어 왔던 각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가치 중립적인 자유방임(laissez-

faire) 체제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정한 조약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 배상과 대응조치(countermeasure)3 

역시 당대의 국제법에서 예정하였던 수준과 방식에 따랐던바, 법적 문제의 

해결도 1차적으로는 국가들 간의 문제였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 피해 구제의 체제도 관련 국가들을 그 당사자로서 

예정하였던바, 피해자 개인의 권리 구제나 지위 문제까지 근대 국제법이 

포섭하거나 간여하지 못하였다. 근대 국제법에 입각한 개입의 외연이 국가에 

대한 규율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자, 자연히 각국 국민으로서의 개인이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제반 권리와 인권 문제는 국내적 전관 사항으로 

고착되어 왔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법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표상되는 인권 침해의 발생 시에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통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4의 성립과 법적 효과와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 

차이가 부각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간기(interwar period)에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설립, 그리고 1928년 

부전조약(Kellogg-Briand Pact) 5 의 체결 등을 통하여 국가 간의 분쟁을 

                                          
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2부 제2장 ‘피해에 대한 

배상(제34조~제39조)’과 제3부 제2장의 ‘대응조치 (제49조~제54조)’ 부분 참조. 결국, 국가 

책임 성립 시의 법적 효과는 국내법 상 민사적 해결의 방식과 유사하다.  

4 Ibid.  

5 부전조약 제2조에서는 당사국들이 여하간의 입장 차이나 분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해

결 수단은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야 함(....ne devra jamais être recherché que par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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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였다. 

다시 말해 국제법을 관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인권 침해에 이르는 

근원적 요인, 분쟁 가능성을 통제, 차단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을 통제할 만한 강제 수단의 결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로 말미암은 전례 없는 형태의 국제법 위반을 촉발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를 전속적 주체로 전제하여 

온 근대 국제법 체계는 이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변경 

이후의 새로운 지향점은 국제법 주체에 의한 법률행위의 형식적 적법성에 

더하여 실질적 타당성을 공히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국제법 질서는 적용의 외연에 관련된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관계로 이전과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체계를 

달리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UN 헌장은 비록 부수적인 부분(잡칙)에서 

일지언정, 전후 국제질서의 기조에 있어서의 일정한 가치 지향성을 보이는데, 

회원국 입장에서 동 헌장 상의 의무와 기타 국제법 상 합의에 의거한 의무가 

상충될 경우에 전자를 우선함을 천명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6  이는 국가 간 

합의 이행을 일정한 정도 제약할 수 있는 상위 질서가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확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원(法源) 간 수평적 관계로부터의 

탈피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규범 체계의 수직적 분화는 

근래의 강행규범(jus cogens) 개념의 출현과도 궤를 같이하는 현대 국제법의 

본질적 특질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전개되어 온 수직적 규범 체계는 국가만을 규율 

대상으로 보았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또한, UN 헌장은 당사국들의 

                                                                                                                
moyens pacifiques.)을 천명하고 있다. 비록 현재적 실익은 크지 않을지언정, 이 조약은 평화

적 수단 이외의 분쟁 해결 시도에 대하여, 국제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UN 헌장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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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관련하여 UN 차원의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그 구체적 적용 방식은 기존 국가는 물론이고 신생 독립국 입장에서도 

각자의 주권적 이익에 따른 우려나 반대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주권 국가로서의 당사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동 헌장 서두의 ‘목적과 원칙’ 

부분에서 관련 핵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첫째, UN 헌장은 UN 자신과 회원국들의 행동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데, 

회원국 간의 주권평등 원칙과 UN의 내정불간섭 원칙이 그것이다.7 일견, 이 

부분은 근대 국제법 이래의 주권존중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취지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침략과 식민 지배로 발생하게 된 수많은 민족적, 정치적 

실체 간의 차등, 예속에 대한 경계와 반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일에 동 헌장의 취지가 전후의 UN 회원국, 특히 

신생 국가들의 통상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 현대 

국제법의 질서와 양립 불가능한 위법 행위의 명분으로 악용된다면, 국제법의 

새로운 경향의 확산은 지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의 맥락에서 각국의 주권면제 실행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실행의 지지나 제한이 문제되는데, 주권의 온전성과 내정 

불가침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주권면제가 위에서 언급한 현대 국제법의 

기타의 발전 양상과 얼마나 부합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개인이 불법행위 가해국을 상대로 그 이외 국가에서 제소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절대적 혹은 상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실행에 관계없이 당해 

가해국은 적어도 가해국의 ‘주권적 공법행위(acta jure imperii)’에 있어서는 

주권면제 항변을 통하여 외국 재판관할권에의 복속을 저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8 하지만 강행규범의 등장을 필두로 하는 규범 간 층위가 발달하게 

                                          
7 UN 헌장 제2조 제1항, 제7항 참조. 

8  이성덕,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2012년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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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주권의 외부적 한계로서의 관할권을 

획정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주권면제의 실행에 대하여 타당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존재할 것이다.    

  둘째, UN 헌장은 회원국의 지위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이익을 모두에게 

온전하게 보전토록 하기 위하여 헌장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9 과 관련국 간의 국제분쟁을 세계 평화, 안전보장 그리고 정의와 같은 

근본 취지를 위협하지 아니하는 수단으로 평화적 방식의 해결을 요구10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현대 국제법 상의 분쟁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국가 간의 형식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일체의 법적 해결까지 포괄적으로 달성되었다거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사후처리의 결과에 있어서까지 동 헌장의 

취지로서의 정의 관념에도 부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후의 국제법 질서에 있어 부단히 제기, 발전되어 온 인권 개념의 

발달로 인하여 개별 국민들의 제반 권리와 인권 문제는 단순히 국내적 전관 

사항으로만 머무를 수만은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법 상 국가 실행과는 

독립적 차원의 국제인권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UN 창립 초창기인 

1948년에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11이 채택됨으로써, 국제법에서도 개인에게 

양도 불가능한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12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14집 제4호 (2012), p. 208. 
9 UN 헌장 제2조 제2항. 

10 UN 헌장 제2조 제3항. 

11 UN 총회결의 제217호(Ⅲ) (1948년 12월 10일) 

12 동 선언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자유권적 권리, 제22 제27조까지는 사회권적 권리를 열

거, 명시하고 있다. 이 선언에 반영된 내용들은 후일 1966년에 이르러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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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으며,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문제와 더불어 인권 개념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기가 되었다.13 특히,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당해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확보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으며,14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권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15 물론, 통상적으로는 실체법적을 

근거로 개인의 사법적 구제 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요건 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절차법적 차원에서 봉쇄될 것이다. 특히, 

국내 법원에서의 청구 상대방이 외국 국가가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호 

평등한 국가 간의 재판관할권 복속 문제에 대하여 주권면제의 성립 여부부터 

선결적으로 심사되는 것이 수순인 바, 절차법적 제약이 존재할 것이다.16   

  현 단계의 국제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access to court)’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법적 효과를 주권면제는 내포하고 있다. 강행규범과 

인권 개념의 발달로 대표되는 현대 국제법의 특징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의 이론과 실행은 종래의 평등한 ‘국가 간의 법’이라는 전제에 상당 

                                                                                                                
기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13  Hersch Lauterpacht 경은 뉘른베르크 법정이 설치되기 이전인 1945년 종전 시까지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와 권리를 지지하는 저술을 행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Philippe Sands, “Twin Peaks: The Hersch Lauterpacht Draft Nuremberg Speeches,”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 (2012), p. 37 참조.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 (a)(b) 참조.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1항 참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6조와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16 국제법 상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가평등의 원칙은 원래 “대등한 자 상호 간에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라는 명제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에는 국제 예양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서, 주권면제 원칙을 현대에 있어

서 관철하려는 논리로서 항상 유효한 근거인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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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경도되어 있으며, 17  외국을 상대로 하는 국내적 청구에까지 이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과연 규범적 차원에서 형식상으로 적용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일체의 논의가 종결되어야 하는 것인가? 

주권면제 실행은 현대 국제법 체계에 있어 핵심적 원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18 적어도 그러한 원칙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 구제의 

배경이나 원인 사건에 관한 질적, 양적 차이가 간과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거듭 제기할 논점이지만 규범의 발전이 그러하듯이 

주권면제의 이론이나 실행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인접 규범의 

발전과도 연동되는 산물이다. 더구나 강행규범 위반이나 그에 필적하는 

중대한 국제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나, UN 헌장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해법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권면제 실행의 제한 필요성에 관련된 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형식논리상의 해결 이면의 구제의 법적 공백을 간과한다면, 역설적으로 현대 

국제법의 실질적 정의와는 유리된 예상 외의 반대 효과에 기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19 오히려 현 시점의 국제법 이론과 실무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17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12, paras. 56-57 참조. 이 부분에서는 주권면제의 근거로서 UN 헌장 제2조 

제1항의 주권평등원칙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Cançado Trindade 재판관은 가

해국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시 강제노동의 실행, 강행규범과 인권 체계의 미비 등

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주권면제의 항변을 하는 것은 불처벌(impunity)에 더하여 명백한 불

의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독단적인 논지전개(dogmatic position)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에 관

하여는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17을 참조.     

18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11 참조.  

19  Roman Nowosielski, “State Immunity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 The 

Natoniewski Case before the Polish Courts,” XXX Pol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10), p. 272; Dąbrowska, Ewa(ed.), “Polish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The Sup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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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행과 관련된 법적, 사실적 한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이 비롯되었던 것이다.            

              

제2장 논의의 대상 

 

우선, 본 연구가 시도하는 작업은 현재까지 국제법상 논의되어 왔던 일련의 

주권면제 사안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하고자 함이 아니다. 일차적 논의의 

초점은 주권면제가 재판상 문제되었던 사안 중에서도 특히 인권과 근본 

규범의 견지에서의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반의 경우가 외국 재판관할권에의 복속을 저지하고자 제기하는 

주권면제(국가면제) 20  항변이 재판상 권리 구제와 충돌하게 되는 본래적, 

                                                                                                                
Court decision of 29 October 2010, Ref. No. IV CSK 465/09 in the case brought by 

Winicjusz N.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ederal Chancellery for 

payment,” XXX Pol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10), pp. 301-303 참조. 이 

부분에서 언급된 폴란드의 사례에서는 주권면제의 취지가 외국과의 우의를 도모하고 사인의 

법적 청구에 의하여 초래될 긴장을 완화하는 점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Natoniewski 

case에서 법정 의견은 무력 충돌 시의 대규모의 희생, 파괴와 고통은 단순히 가해자인 

국가(외국)와 피해자인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의 법적 분쟁이란 

주로 국가 간에 존재하는 성질의 것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Nowosielski는 이러한 기조에 안주함으로써 폴란드 국내 법원이 국가 간의 해결이라는 

기존의 틀에 구애되어 인권과 주권면제 간에 어떠한 법익의 형량도 시도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 참고로 UN 주권면제협약에서는 본 논문의 주권면제의 직역인 ‘Sovereign Immunity’ 

대신에 ‘State Immunity’를 사용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후자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결과인 ‘국가면제’ 역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음도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면제’라는 

용례는 면제 제도의 유래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리적 측면에서도 

불명확성이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유한 조약 명칭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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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영역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권적 공법행위야말로 국가 기능에 

있어서의 본래적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불법행위가 일견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이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자행한 경우에 

있어서조차 주권면제 항변으로 인한 이익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유한다면,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로 잔존하게 될 것이다.21    

이에 더하여 국가원수나 외교관이 향유하는 면제가 외국의 재판관할권 

하에서 제한, 부인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 규명하려는 

1차적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인적 면제의 제한은 본질적으로 형사 사건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 인정의 실익은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정의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반면에, 주권면제 실행의 제한을 통한 

피해자 개인의 재판청구권 인정 문제는 민사 배상사건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는 관계로 그 궤를 달리하게 된다. 하지만, 인적 면제의 사안에서 

표명되었던 법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제법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민사상 주권면제의 점진적 제한이나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을 

내포한다면, 그러한 맥락에서는 본 연구에서 더불어 논의할 실익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가 민사적 차원에서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이하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인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면제’로 그 용례를 

통일한다. 

21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 참조. 이 

부분에서 Cançado Trindade 재판관은 주권적 공법행위와 ‘사법상의 상업행위(acta jure 

gestionis)’ 에 대한 양 당사국의 주장 모두 강행규범에 대하여 약간의 언급을 한 것을 제외하

고는 전통 국제법의 용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가 간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음

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강행규범 위반에 이르는 국제 범죄의 경우를 아예 주권적 공법

행위 차원을 넘어, 잔혹행위(Delicta Imperii)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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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법 초안) 제1조, 제2조를 보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일체의 

국제의무 위반, 즉, 위법행위에는 국가책임이 수반됨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법률 효과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국가가 연계되는 국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국가책임이 성립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국가 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뒤이어 제2항에서는 “기관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연결 고리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외국 기관 개인의 국제형사적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더라도 

이는 국제법상 그 소속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해 외국을 직접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 구제의 방식도 상정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해 기관의 형사책임이 로마규정의 각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적어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서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주권면제 부인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국제법상 기관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는 당해 책임의 종국적 귀속 주체인 국가에 대한 주권면제 제한, 부인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바, 뒤에서 논하게 될 로마규정 상의 일련의 위반 

행위들은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법률관계, 특히, 국가가 통상의 상업적 

거래나 ‘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불법행위(insurable torts)’22에 간여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주된 논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불법행위’23의 외연을 제약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22 Supra note 17, Separate Opinion of Judge Koroma, para. 6; Separate Opinion of Judge 

Keith, para. 13 참조.  

23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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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후술하게 되는 조문화 작업 결과물의 해석 24 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불법행위’인 통상의 불법행위로 논의가 머무르게 된다면, 이는 각국에게 

있어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국한하여 주권면제 담론을 

왜소화, 형해화시키고 있는 격이며 그러한 결과물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면에 정작 통상의 위험관리 범주를 초과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합리적, 합목적적 대안 없이 주권면제를 부여하게 된다면 주권면제의 

체계 자체에 이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 국제법의 가치에 배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 그리고 강행규범의 

위반은 주권 침해의 방지, 내정불간섭 등이 주창되었던 시절에는 미처 

예기되지 못하였던 심각성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작 개별 국가의 

의향이 반영된 주석서 해석에 따르게 된다면 주권면제는 근대 국제법에서와 

같이 포괄적 엄폐물로서 기능할 것이며, 현대 국제법 상의 불법행위, 범죄가 

인류의 양심, 국제법의 근본 원리,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측면이 간과되면서 국제법의 현재적 발전 단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25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상업적 사법행위(acta jure gestionis)’에 대한 과도한 경도 현상에 

                                          
2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91, Vol. II (2), pp. 45-46 (para. 10).  

<http://legal.un.org/ilc/publications/yearbooks/english/ilc_1991_v2_p2.pdf> (last visited 

on 29 May, 2017).  

25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56; Ibid.. 특히, 

주석서에서는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행위 범주를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즉, 차량 사고 등의 ‘보험 사건’과 그 이외의 폭행, 구타(battery), 고의적 재물 손괴, 방화, 

그리고 정치적 암살을 포함한 살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주석서와 supra note 

17의 사건에서 거론되었던 별개 의견 등에서 주로 논지를 전개하는 부분은 전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조약의 명문이나 추후의 관습국제법의 발달 사항에 대한 충분한 

언급도 없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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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회의적,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권면제 사안이 설사 사법적, 재산권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경우일지라도 이는 현대 국제법상의 근본적 가치, 즉,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부터 파생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안의 구체적 단계를 언급하자면,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주권면제 항변이 부인됨으로써, 본안의 

실체적 판단 단계로까지 나아갔는지 여부이다. 즉, 각국 국내 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이 ‘사법에의 접근’이라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가 대상이다. 그러므로 ‘판결 전후의 강제적 조치(pre-judgment 

measures of constraint/post-judgment measures of constraint)’26로부터의 

주권면제의 성립 여부, 즉, 본안 단계에서의 승소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국을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27  일국에 소재하는 외국 자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지는 관련 

                                          
26 UN 주권면제협약 제18조~제21조 참조. 

27 본안 단계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은 집행 단계에서의 주권면제의 부인과 

필연적 연관성을 지니지 않으며, 상호 독립적인 것이다. 하지만, 후자와는 별도로 본안 

판단에서의 주권면제 판단은 독자적 실익과 파급 효과를 내포한다. 일례로 지난 2016년 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Leopold Museum은 소장하고 있던 자국 화가 Egon Schiele의 수채화 

2점(나치 당국의 약탈품)을 유대인인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후술하게 될 문화재 반환에 관한 ‘Altmann 사건’의 영향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오스트리아 정부 위원회의 결정이 사적 기관(당해 박물관)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제의 작품들 5점 중에 일부만 반환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나치 독일 시절의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주권면제가 부인되었던 선례가 존재하였기에 이러한 정도의 

후속적 조치도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rtnet News 

2016년 4월 8일 자 인터넷 기사- Amah-Rose Abrams, “Leopold Museum Will Return Two 

Nazi Looted Watercolors by Egon Schi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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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추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일국 국내 법원의 주권면제 부인 판결에 대한 외국의 승인 여부도 본 

연구의 주안점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이나 판결의 승인 단계가 

법률상 장애로 존재한다고 하여 그보다 전 단계에서의 주권면제 극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독자성이나 실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주권적 공법행위’와 ‘상업적 사법행위’의 구분28과 이에 

연동되는 주권면제 각 이론의 포섭 범위의 해석29 문제 역시 본 연구에서는 

논의 전개의 주된 척도로서 채택하지는 아니한다. 이분법적 구분이 존속하여 

변함없이 채택되는 한에서는 일단, 외국의 법률 행위가 ‘주권적 공법행위’로 

판단되기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주권면제가 부여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안주할 경우, 주권면제의 

제한을 통한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문제에 있어 어떠한 대안적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적용되어 기존의 

실행으로도 재판상 구제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열린다 치더라도 국제법상 

불법성이 중대한 ‘주권적 공법행위’ 사안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되는바, 

근본적 해결에는 한참 못 미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는 ‘주권적 

공법행위’와 관련하여 진지한 해석 상 조정 작업이 첨가되지 아니하는 한,30 

                                                                                                                
<h t t p s : / / n ews . a r t n e t . c om / a r t -wo r l d / l e op o l d-museu m-sch i e l e -

r e s t i t u t i o n - 4695 41> ( l a s t  v i s i t e d  o n  29  M ay ,  2 01 7 )  

28  이러한 구분은 행위 목적에 따르는 입장과 행위 성격에 따르는 입장으로 대별되는데, 

실제의 국가 실행에 있어서는 두 입장의 해석과 적용에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에도 두 입장 모두가 혼재된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6판 (박영사, 2016), pp. 255-256 참조. 

29 Lee M. Caplan, “State Immunity, Human Rights, and Jus Cogens: A Critique of the 

Normative Hierarchy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7 (2003), 

p. 744. 

30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59-160, 30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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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변화된 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종래의 국가행위의 이분법적 구분과 그에 따른 주권면제의 이론적 

근거가 존속하는 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는 봉쇄된 미결 

상태로 남겨지며, 각 당사국으로서도 부담이 경미한 비본질적이면서도 

미시적인 거래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경미한 위법행위 만을 대상으로 거듭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격이다.31 국가 행위의 본령에 해당된다는 ‘주권적 

공법행위’가 과연 ‘상업적 사법행위’의 여집합이기만 하면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스러우며, 주권과 그에 기반한 행위의 자체적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사법적 구제를 시도하는 개인으로서도 권리와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반을 둔 논의는 부수적인 차원으로 

돌리기로 한다.   

 

제1절 총체적 논의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될 주권면제 사안들은 크게 국제법상 불법행위의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책임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이러한 전제는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국내법원에서 외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 것인지를 다투는 경우32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국내 법원에서 외국을 

                                                                                                                
조.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는 이와 같은 종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Cançado Trindade 

재판관이 상기 para. 160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강행규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있

어서는 종래의 이분법적 논의는 지양되고 이전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국가행위의 독법과 해석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1  Ibid. para. 306에서는 ‘그러한 전통적이고 형해화(사문화) 된 구분(That traditional and 

eroded distinction)’은 독일이 이탈리아인 피해자들에게 강요하였던 전시 강제노동을 판단함

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32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Supra note 17의 ICJ 사건(이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후기의 독일의 전시강제 노동과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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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대로 하여 제소하는 예외적, 비전형적인 법적 청구인 것이며, 이는 

동시에 원상회복, 금전배상 또는 만족 등의 해결 33 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타의 면제 사안일지라도 그 법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이 

현대 국제법 발전의 맥락에서 주권면제의 점진적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 응당 참조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가원수나 외교관이 

향유하는 면제가 일정한 경우에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외국의 국내 

법원에서 제한됨으로써, 이들 인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 34 가 종종 존재한다. 근래 들어 2016년 5월에는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Republic of Chad)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Hissène Habré가 세네갈 

사법부의 아프리카 특별 재판부(Extraordinary African Chambers)에 의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그리고 성폭력과 강간을 위시한 고문 등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이 선고된 바 있다.35 그의 중대 

                                                                                                                
등의 사실 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다. 독일로서도 이탈리아 국내 법원 원심에 있어서의 주

요 논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국이 이탈리아 국내 관할권과 집행으

로부터의 면제를 침해 당하였다는 점이 ICJ 제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독일은 또한 ICJ에

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국이 이탈리아 국민과 전쟁포로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

였다는 사실과 그러한 측면에서의 국가책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

련하여서는 Supra note 17, paras. 44, 52 참조.   

33 Supra note 3 참조. 

34 예를 들어 Case concerning the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Belgium) (2002), paras. 13~21의 경위 참조. 특히, 이 판결의 para. 15에 따르

면 2000년 4월 벨기에의 브뤼셀 제1심 법원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콩고민주공화국의 

당시 외무장관 Yerodia Ndombasi는 그 취임 이전 시기인 1998년 8월에 일련의 연설을 통하

여 ‘종족 간의 증오(racial hatred)’를 선동한 혐의를 받은 바 있었다.    

35  Hissène Habré는 1990년 권좌에서 축출된 이래로 세네갈에 망명 중에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그에 의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었

다. 그리고 Hissène Habré를 축출하고 집권하였던 이후의 차드 정부가 2002년에 이르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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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1980년대에 자행되었으며 대통령 직에서 축출당한 지도 이미 2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현대 국제법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심판은 형사적 

차원에서부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례라고 할 것이다.  

  물론, 구유고 국제형사법원(ICTY), 르완다 국제형사법원(ICTR) 등 

1990년대 이후의 개별 형사 법원들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보게 되면, 국가원수나 외교관의 면제에 따른 문제를 

별도로 논할 필요 없이 이들이 자행한 국제 범죄의 처벌 통로가 구비되기는 

하였다. 다만, 그러한 국제법원의 관할권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사안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관계로 Habré 

재판과 같은 형태는 향후에도 충분히 상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전·현직 국가원수 또는 수뇌부의 국제형사법적 불법행위는 

국가책임법 초안 제4조 제1항의 견지에서 본다면 당해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민사적 배상청구에 의하여 주권면제 부인 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7년 현재, 중앙 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는 내전 

시기였던 1980년대 초반에 마야 계 원주민인 Ixil 족과 기타 변경 거주민에 

대하여 국가 내부의 적으로 간주, 일련의 제노사이드(genocide)와 인도에 

                                                                                                                
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향유하던 면제를 포기함으로써, 국외에서의 소추 가능성을 열어 준 것

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H u m an  R i g h t s  W a t c h  2016 년  

5월  30일  자  -  “ Dispatches: Hissène Habré Sentenced to Life for Atrocities” 

< h t t p s : / /www . h rw . o r g / n ews / 2 0 16 / 0 5 / 3 0 / d i s p a t c h e s -h i s s ene-hab r e-

s en t e n ced - l i f e- a t r o c i t i e s >  (last visited on 29 May, 2017); Human Rights Watch 

2016년 5월 3일 자 – “Q&A: The Case of Hissène Habré before the Extraordinary African 

Chambers in Senegal” <https://www.hrw.org/news/2016/05/03/qa-case-hissene-habre-

extraordinary-african-chambers-senegal> (last visited on 29 May,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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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죄를 저지른 군사정부 전직 대통령이자 장성인 Efraín Ríos Montt에 

대한 수 건의 재판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36  비록, Ixil 족 학살 

사건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2013년 5월의 유죄 판결은 재판상 하자를 이유로 

곧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이를 파기하고 하자 없던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심리를 속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난관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37  비록 이는 

과테말라 재판관할권 범주 내에서 자국민인 전직 국가원수를 심판하는 

형사소송의 사안이지만 그에게 국내법적으로 부여되었던 면제의 기술적 

소멸을 기다려 2012년에 기소하였다는 점 38 에서, 상기 Habré 재판의 

추세와도 실질적으로 일맥상통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후에 예상되는 

피해자들의 ‘사법에의 접근’을 통한 민사법적 구제의 실현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국가원수나 외교관의 면제를 더불어 언급하는 취지는 비록 

중대한 국제규범이나 강행규범의 위반에 기인하는 국내법원에서의 형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국제법상 함의를 내포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책임의 

                                          
36  Reuters 2017년 4월 1일 자 인터넷 기사 – Bill Barreto and Dan Freed, “Former 

Guatemalan dictator Rios Montt to face second genocide trial”   

<http://www.reuters.com/article/us-guatemala-rights-montt-idUSKBN17402W>  

(last visited on 29 May, 2017) 참조. 

37 La Hora 2017년 5월 12일 자 인터넷 기사 – Jorge Santos, “La vigencia de la sentencia 

por genocidio” 

<http://lahora.gt/la-vigencia-la-sentencia-genocidio/> (last visited on 29 May, 2017) 

참조. 

38 Ríos Montt는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도 오랜 기간 정계에 남아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이를 

소추로부터의 면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New York Times 2012년 1월 

26일 자 인터넷 기사 – Elisabeth Malkin, “Accused of Atrocities, Guatemala’s Ex-Dictator 

Chooses Silence” 

<http://www.nytimes.com/2012/01/27/world/americas/efrain-rios-montt-accused-of-

atrocities-in-guatemala.html> (last visited on 29 May,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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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문제가 되어 주권면제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Habré 재판의 경우처럼 자국민을 상대로 하였던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 국경 너머의 외국과 외국인을 대상으로까지 미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국가책임 성립이 문제되어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해국을 

피고로 직접 자국 내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 국가책임과 

특히 국가 기관으로서의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를 구분하려 시도함은 다분히 작위적이라는 Hersch Lauterpacht 

경의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39 기관 개인을 매개로 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자행되었던 경우에 형사상 면제 이익이 부인된다면, 

국제형사법 차원에서의 처벌 가능성이 부각되는 것 이외에 당해 불법행위의 

종국적 귀속 주체인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사상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법 상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한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책임의 성부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것과 맥락이 유사하다.40  

그리고 최근의 국제형사재판에서 논의되었던 국제범죄의 종류와 범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제형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있어서 국내법원에서의 주권면제를 비롯하여 

기타 면제의 인부와 관련하여 논의할 실익은 국가책임법 초안의 견지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바, 향후 어떠한 사안이 면제 부인 사유로 판단될지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국의 국내 형사재판 관할권이 정상적으로 

                                          
39 Philippe Sands, supra note 13., pp. 41, 44.   

40 Ibid., p. 42 참조. 여기서는 국가의 주권적 의지가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책임에는 

복속하면서, 정작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Hersch 

Lauterpacht 경의 비판을 소개하는데, 이는 기관 개인을 매개로 그 책임이 귀속된다는 점에

서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국제법 상 주권 관련 

실행의 경직성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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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범위에서는 국제형사법 또한, 보충성(complementarity)41의 원칙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면제 실행의 유지 여부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4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주권면제와의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무엇인지를 논의의 초반에서 정리하여 두고자 

한다. 이는 “통상의 국가책임 성립과 배상 수준을 넘어서 국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개인에게 대하여 국제형사법에 기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국제법의 핵심적 가치가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범죄는 그 성질의 극악무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이미 국제적 우려의 대상이 되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성에 

기인하는 인류 양심에 충격’을 초래하기도 한다.43 따라서, 강행규범 위반은 

그 심각성과 해악과 관련된 질적, 양적 측면에서 체계상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보다도 상위의 범주에 위치하게 된다. 동시에 이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범주 내의 핵(核)으로서의 성질도 내포한다. 그리고 기타의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도 개별적 성질에 따라 향후 강행규범으로 충분히 발전하여 

나갈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  

  이제 위와 같은 사항을 전제하고서 주권면제와의 상충이 예상되는 국제법 

중대한 위반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41 로마규정 전문 paragraph 10; 로마규정 제1조 참조.   

42  이러한 보충성과 관련하여 이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로 

국제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관계의 실상은 보충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대립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있음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William   

A.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th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 190-191 참조.  

43 William A. Schabas, Unimaginable Atrocities – Justice, Politics and Rights at the War 

Crimes Tribun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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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중대한 위반과 그 범주를 논함에 있어서는 일단,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규정, 기타 범주 그리고 상위의 강행규범이라는 구분에 의하기로 

한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되어 왔던 국제형사법의 제반 

사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강행규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태양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제2절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범주 

 

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서의 전쟁범죄(war crime)에 해당되는 행위란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분쟁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44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 종래의 ‘국가 

간의 법’이라는 패러다임을 지양하면서 인간이 향유하는 근본가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의 지표로도 평가된다.45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1998년 로마규정 제8조를 살펴 보면, 

뉘른베르크 헌장(Nürnberg Charter)과 4개의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의 상대적으로 간략한 문언과 대조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46   

  로마규정 제8조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는 사람과 재산에 대한 

                                          
44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960. 

45 Ibid. 
46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42,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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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불법행위, 47  둘째, 국제적 무력 분쟁의 발생 시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48 셋째, 비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경우에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항복한 자, 그리고 병이나 부상, 구금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투력을 상실한 자(hors de combat)에 대한 일련의 행위,49  그리고 넷째,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50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 방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전쟁범죄의 원인이 되는 무력충돌은 

최소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실무 차원에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파악된다. 이는 구유고 국제형사법원 항소부의 심리 

과정에서 동 법원 규정(Statute of the Tribunal)51에 대하여 독자적인 확장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전쟁범죄 적용의 공간적 범주를 응용, 확대하였던 

선례 52 로부터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쟁범죄에 있어서의 

공간적 고정관념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laws or customs of war’라는 

                                          
47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a). 참고로 (ⅱ)에서는 고문 기타 비인격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무력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고문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할 실익은 여

전히 존재하게 된다.  
48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b).  

49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c). 

50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e). 

51 ICTY 법원규정 Article 3에서는 별도의 공간적 단서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문에서 

“The International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to prosecute persons violating the laws 

or customs of war.” 라고만 규정한다. 그리고 전체 조문을 통틀어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에 대한 언급도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에 관계되는 Article 10 2(b)에서 1

회 언급될 뿐이다.  

52  Prosecutor v. Dusko Tadić (IT-94-1-AR72), Decision on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2 October 1995, paras. 94, 119, 125,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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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개념을 충실하게 해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53  

  구체적으로 2016년 9월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Al 

Mahdi에 대하여 이 나라 북부 Timbuktu에 소재하고 있던 종교적, 역사적 

건조물에 대하여 그가 자행한 일련의 파괴행위(vandalism) 54 가 비국제적 

무력충돌, 즉, 말리 내전에 있어서의 전쟁범죄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내린 바 있었다. 55  이 부분에서 만일에 피고인 Al Mahdi가 자행한 

전쟁범죄의 배후에 알제리, 니제르 혹은 모리타니아 등의 주변국 개입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6  이는 적어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교사에 

수반되는 관련 국가의 민사상 국가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외국을 직접 상대로 하여 Al Mahdi와 그가 이끄는 그룹에 

의한 피해자 개인이나 혹은 부족 집단들이 주권면제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2016년에는 2003년 이래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였던 영국군에 

의하여 1500여 건에 달하는 학대, 불법적 살인이 이라크 인들을 상대로 

                                          
53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42, p. 124. 

54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e)(ⅳ):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education, art, science or charitable purposes, historic monuments, hospitals 

and places where the sick and wounded are collected, provided they are not military 

objectives.  
55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Mali: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No. ICC-01/12-01/15 (27 September 2016), paras. 11, 17-18, 52 참조.   

56 사건이 발생하였던 말리 북부 Timbuktu 지역은 2012년 내전의 한 축이었던 분리주의 성

향의 투아레그(Touareg) 족 외에도 Al Mahdi가 지휘하던 이른바 도덕 규율 부대인 Hesbah 

계열의 지하드 주의 조직 Ansar Dine가 활동하는 등 정세 불안이 상존하고 있었다. Ibid., 

paras. 31-33 참조. 이들은 실제 사하라 지역 각 국가들을 넘나들며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2년 시점에는 당해 지역에 투아레그 족이 중심이 되어 소위 아자와드(Azawad) 국가 수립

을 시도하였던 전력을 볼 때, 위의 가정은 개연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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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되었다는 의혹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자 영국 국방장관과 NATO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던 Lord Robertson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57 

그렇지만 관련 시기의 영국정부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한 참전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지속되었으며, 상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2009년 출범하였던 Iraq Inquiry도 이에 대하여 비판적 

취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58 특히, 영국군에 의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특히, 이라크 남부의 Basra 지역의 폭격과정에서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목, 언급하고 있음이 특징이다.59 만일, 

이러한 영국군의 오인 폭격과 민간인에 대한 학대, 살인이 국내외 

민사법원에서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구성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쟁범죄 행위로부터 기인하는 국가책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57 그는 특히, 영국 내 Iraq Historic Allegations Team (Ihat)이 진행하는 조사로 인하여 영국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The 

Telegraph 2016년 9월 26일 자 인터넷 기사 – Steven Swinford and Lydia Willgress,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British soldiers are 'indefensible', former head of Nato 

warns”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9/26/criminal-investigations-into-british-

soldiers-are-indefensible-f/ > (last visited on 30 May, 2017)를 참조. 

58 The Iraq Inquiry Statement by Sir John Chilcot: 6 July 2016, pp. 9-12. 참조. Sir John은 

본 성명에서 2009년 7월까지의 영국의 개입과 그에 기인하는 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적어도 

15만 명(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며, 대다수가 민간인일 것으로 보이는)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0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한다.     

<http://www.iraqinquiry.org.uk/media/247010/2016-09-06-sir-john-chilcots-public-

statement.pdf> (last visited on 30 May, 2017) 참조. 

59 The Report, Volume 12, Section 17: Civilian Casualties, paras. 54-56, 64, 67 참조. 

<http://www.iraqinquiry.org.uk/media/246676/the-report-of-the-iraq-inquiry_section-

170.pdf> (last visited on 30 May,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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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생각된다. 60  혹은 당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맥락에 따라서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인도에 반하는 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혹은 두 범주 

모두에 해당될 여지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61        

  위와 같이 이번 연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권면제를 비롯한 국제법상 국가의 이익으로 기능하던 각종 면제 제도의 

부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특히, 

개별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구성요건의 실행 장소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 

외국과 그 국민에게까지 미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국제 

형사관할권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은 그 자체 

만으로도 주권면제와 기타 유사 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표, 

즉,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주권면제의 제한, 부인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Ⅱ.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현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서의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공격의 인식을 가지고서 수행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파괴 

                                          
60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a)에서의 (ⅰ) Wilful Killing (ⅱ)…inhumane treatment 또는 (b)에

서의 (i)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s such or against 

individual civilians not taking direct part in hostilities 등에 일견 해당될 수 있다.   

61 木原正樹「武力紛争時における「人道に対する罪」の成立要件としての「広範な又は組織的な

攻撃」」-- 国際刑事裁判所規程の適用上「人道に対する罪」が「戦争犯罪」と重複する場合の

検討を中心に 立命館法学 2002年 ５号 (285 号), pp. 117, 119, 122-124, 127-129, 13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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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62  인도에 반하는 죄는 전쟁범죄와는 달리 

무력충돌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행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이 특징이다. 63  즉, 

무력충돌의 수준으로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폭동, 소요 기타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충분히 자행될 수 있는 성질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로마규정 제7조는 제1항에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과 

강제 이송, 국제법의 근본 규칙을 침해하는 투옥 기타 신체 자유의 박탈, 

고문, 성적 자기결정권의 유린, 어떤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박해, 강제 

실종, Apartheid 등을 주요한 세부 범죄로서 열거하고 있다. 그 외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 심각한 고통과 손상을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상기 

언급한 행위 태양에 상응하는 새로운 행위 범주에 대해서도 포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도 특기할 만 하다.64   

  이렇듯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세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망라되어 있다. 다만, 그러한 불법행위의 양태를 단순히 

비인도적 악질 범죄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도에 반한 죄’로서 확립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사건 맥락에 대한 인식’이다. 65 

로마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본 조문의 목적상 “‘인식’은 어떤 정황의 

존재 또는 결과가 통상의 과정(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속에서 

발생함을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상황’ 또는 ‘결과 발생’이라는 유형적 

요소(material element)에 관하여 자각하고 있다는 심리적 요소(mental 

                                          
62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956 참조. 

63 Ibid.. 하지만, ‘인도에 반하는 죄’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 특히, 뉘른베르크 법정을 전후한 

시기에는 평시가 아닌 국제 분쟁의 존재를 해석상 요구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뉘른

베르크 법정 당시에는 전쟁범죄에 비할 때, 인도에 반하는 죄의 운용 여지는 상대적으로 협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42, p. 108 참조.  

64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k). 

65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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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의 구비를 요구함이 특징인 것이다.66  

  결국, ‘인도에 반한 죄’는 자신의 행위가 광범위하고 체계적 계획 속의 

하나의 구성 부분임을 적어도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인식하고 실행에 나아가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며, 단순히 가해 대상의 규모나 세부 행위의 기수 

여부에 좌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67  그러므로 일견, 개별적인 범죄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맥락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규모의 ‘인도에 

반한 죄’의 일부로서 그 책임이 가중된다. 그러한 경우에 당해 범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고서 이를 계획하고 총지휘한 국가나 개인으로서의 

기관이 직접 타국의 국내 민사법원에서 제소당하는 경우에 각각의 면제에 

대한 제한 문제는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도 무력 충돌과 그에 준하는 긴장, 갈등 속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이 입는 피해의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범죄를 자행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민사적 구제에 있어서의 주권면제 문제와도 

연관하여 논의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전시 

포로들에 대한 노동의 강요,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보복 학살이 

문제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68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국내 민사법원에 있어서 외국이 향유하는 주권면제가 제한, 부인되는지가 

주요 논점이었다. 일단, 주권면제 원칙은 본질적으로 절차적 성격에 

머무른다는 점, 가사 실체적 규범의 위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호 

충돌의 여지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제법의 현 

단계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주권면제가 제한, 부인될 

                                          
66 木原正樹. supra note 61, pp. 136-137.  

67 Ibid., pp. 957-958. 

68 Supra no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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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정 의견69이 강조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발달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불만족스러운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향후의 

국제법 논리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척도와 기준점을 

제시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또, 주권면제와의 충돌 여지가 존재하는 ‘인도에 반한 죄’ 사안으로서 북한 

당국이 장기간 자행한 한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의 납치, 강제실종 그리고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2014년 2월에 이르러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에 의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자행된 일련의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함을 확인한 바 있다.70 나아가 이러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나 기타 특별법원(ad hoc tribunal)에 회부함으로써, 

그 희생자들에 대하여 진실과 정의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기도 하였다.71 이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에 대하여 국제 형사법적 심판 가능성과 지속적 

청산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그리고 UN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의 흐름에 

상응하여,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납치, 고문 행위에 대하여 북한의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72                       

                                          
69 Ibid., paras. 83, 91, 93. 

70  UN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Council Twenty-fifth session,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2014), paras. 24, 74-79.  

71 UN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Council Thirty-first sess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n 23 March 2016: 31/1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RES/31/18) (2016), paras. 6, 11(b); Ibid., 

paras. 21, 87, 94(a) 참조. 

72 Han Kim, et al., Plaintiffs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t al. Defendants, 

2015 WL 1570215 (D.D.C.) (2015), para. 1. 한편, 2017 년 6 월 북한 억류에서 풀려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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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스페인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그리고 제노사이드 등과 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있어 보편적 관할권을 

입법화하여 외국의 전·현직 국가원수나 기타 고관들에 대하여 기소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73 하지만, 2009년과 2014년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보충성과 

부가적 요건의 설시를 큰 폭으로 명시,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상 심각학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주권면제의 부인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후퇴한 

입장을 보여주기도 한다.74 그렇지만, 보충적 차원에서라도 보편적 관할권의 

작용을 통하여 국제형사법적 사안에 있어서의 면제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실행은 여전히 논의의 실익을 

내포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Ⅲ. 평화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사망한 민간인 Otto Warmbier 의 경우에도 구금 환경의 열악함이나 고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의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행태와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Independent 2017 년 6 월 20 일 자 인터넷 기사 – Emily Shugerman, “Otto 

Warmbier dead: Student was ‘murdered’ by North Korea says John McCain,”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otto-warmbier-dead-murdered-

north-korea-john-mccain-comments-response-a7799701.html> (last visited on 27 June, 

2017) 참조. 

73 Sp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Law Division, “Contribution of Spain on the 

topic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 Madrid, 22 

February 2016, pp. 3-4, 8-9. 

<http://www.un.org/en/ga/sixth/71/universal_jurisdiction/spain_e.pdf> (last visited on 30 

May, 2017) 

74 Ibid., pp. 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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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중에서 평화에 반한 죄(crime against peace)는 타국 

영토에 대한 개인의 불법적 무력 행사인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를 

그 요체로 삼고 있다.75 이는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행위를 실효적으로 통제, 

지휘할 지위에 있는 자가 UN 헌장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방식의 침략을 계획, 준비, 착수, 그리고 실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76 즉, 

최근의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주요 지도자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명시, 확립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도자들의 범죄의 효과를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용어를 달리하여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라는 범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77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이원적인 정의 방식은 로마규정 발효 이후인 

2010년 검토 회의에 이르러서 추가되었던 것이다.78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기관으로서의 개인 역시 당해 법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79 아울러 이 부분은 

국가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불법행위에 있어 주권면제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로마규정의 조문 취지를 판단할 때, 침략행위의 주체는 국가에 

국한됨이 명백하여, 이를 테러 단체와 같은 비국가적 실체에 대해서까지 

                                          
75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p. 962-963. 

76 로마규정 제8조bis 제1항. 
77 로마규정 제8조bis 제4항. 

78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42, p. 146;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963. 

79 박현석, “국제법상 동시이행의 항변,”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2013), pp. 757-758, 

768 참조. 박현석의 논문은 복수의 가해 국가(유책국)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논의

는 국가와 그 기관 개인의 책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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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80 또, 침략 범죄 가담자 개인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일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할 

지위” 81 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부수적인 가담자나 단순히 부화뇌동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82 하지만, 평화에 

대한 죄의 성격을 지도자 범죄(leadership crime)로 파악한다면, 국가의 

핵심적 부문에 긴밀하게 연루되어 활동하기는 하지만 주로 외부로부터 이에 

기여하는 산업활동가(industrialist)들도 그러한 지도자 범주에 포함되는지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83 

  이와 같이 국제법의 위반 행위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이의 회복에 필요한 무력적, 비무력적 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84 특히, 평화 상태의 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있어서 가해국 수뇌부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은 물론, 침략의 피해국가 기타 제3국에서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개인에 

                                          
80  최태현, “ICC 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0), p. 130. 

81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bis. 이 부분에서는 로마규정 제8조bis 제1항의 취지가 재확인되고 

있다.  

82 최태현, supra note 80의 논문, p. 133 참조.   

83 Roger S. Clark, “Negotiating Provisions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 its Elements 

and the Conditions for ICC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It,”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4 (2010), p. 1105; Ibid. 참조. 일찍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산업활동가 부류에 대한 단죄 시도가 있었는데, Reichsbank 총재, 경제상 등을 역임한 은행가, 

경제학자인 Hjalmar Schacht(무죄), 군수기업 Krupp의 회장 Gustav Krupp(건강상 사유로 

소추 면제. 다만, 후속 조치로서 점령 당국의 Krupp Trial을 통하여 기타 고위 경영진에 

대하여 단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84 UN 헌장 제39조-제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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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민사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특히 

가해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수준보다도 적극적으로 주권면제 항변을 행사할 

개연성이 존재하는데, 국가들의 제반 실행을 망라하여 볼 경우 주권면제는 

관습국제법의 위상을 지닌다는 정도로 이 문제를 전제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접근 방식은 과연 유효한가?85               

  침략 범죄의 정의에서부터 드러나듯이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에 있어서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책임의 속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적 처벌 만으로 사법적 문제가 완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이 국가의 중추 기관으로서 수행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가 

외국의 국내 법원에서 제소당할 경우, 면제의 제한, 부인 여부 역시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안이다. 현대 국제법의 수직적 규범체계를 논외로 한다면,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논의는 국제인권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실용적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인바, ‘사법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이론적인 

틀의 출발점으로서 유효한 것이다.86   

 

Ⅳ. 제노사이드  

 

한편, 제노사이드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85 Supra note 17, paras. 55-57 참조. 이 부분(para. 55)에서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상

회하는 주권면제 부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는 관습국제법의 필수적 전제인 ‘법

적 확신’을 결여한 실행으로서 본 사안에 대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히

고 있다. 하지만,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이야 말로 현대 국제법에서 허용 가능한 주권면제의 

정도와 그에 대한 국가의 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독일의 주권면제 부여를 통상의 

범주 내의 국가실행으로 전제하고서 논의로 나아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86 최태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 (2006), 

p.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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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즉, 민족, 종족, 인종 그리고 종교를 달리하는 집단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의 의도로 (a) 집단 구성원의 살해, (b)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야기, (c)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유형적 파괴를 야기할 의도로 집단의 생활 조건의 침해, (d) 집단 

내 출산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의 부과, 그리고 (e) 당해 집단 내 아동들의 

타 집단으로의 강제 이주 등이 구체적 행위 양태로 구분되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제노사이드의 구성요건(actus reus)과 고의(mens rea)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조문 자체의 제한적 열거 방식으로 인하여 대상 집단의 범위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파괴 행위의 범주 역시 육체적, 생물학적인 측면에만 

국한됨으로써 제노사이드의 개념이 퇴색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87      

그리고 제노사이드 행위의 어떤 단계에서부터 가벌성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UN 설립 초창기에 

비로소 제노사이드 협약 88 이 체결되었는데, 동 협약 제3조에서는 기수에 

도달한 제노사이드 행위 이외에도 이를 범하기 위한 공동 모의, 직접적이고 

공연한 교사(선동), 미수,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까지 총망라하여 형사상의 

가벌성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노사이드에 대하여 목적범으로 

규정함에 더하여,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비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는 인권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립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87 Elisa Novic, The Concept of Cultural Genocide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6-7 참조. 

88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48)(이하, 제노사이드 협약)의 전문에서는 제노사이드에 대하여 UN의 목적과 

정신에 반하며 문명 세계의 지탄을 받는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강행규범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78/volume-78-i-1021-

english.pdf> (last visited on 30 May, 201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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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로마규정이나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비난가능성을 중대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행위자 배후에 책임의 귀속 주체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2년에 내려진 판결인 ‘Arrest Warrant 사건’에서는 벨기에가 

당시의 콩고민주공화국(DRC) 외무장관 Yerodia Ndombasi(이하, Yerodia)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에 이를 국제적으로 회람시킨 조치가 현직 

외무장관의 불가침성과 형사 관할권 면제를 보호할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었다.89 결론의 정당성은 여기에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결에서 언급한 죄책과 관련하여 첨언할 부분이 존재한다.  

문제의 체포영장에서는 1998년 8월에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중계되는 

공공 연설에서 Yerodia가 ‘종족 간 증오(racial hatred)90를 교사, 선동하는 

다양한 연설’과 ‘특별히 악랄한 발언’을 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91  그리고 이러한 증오의 선동이 수도 Kinshasa에 거주하는 

투치(Tutsi) 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수색, 린치 등으로 이어지는 효과의 

가능성, 그리고 상기 선동으로 인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투치 족의 사망, 

구금, 약식 처형, 자의적 체포,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Yerodia가 향유하는 관할권과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는 

부인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있다.92  

하지만, 벨기에의 체포영장에는 Yerodia에 적용되는 죄목과 관련하여 

‘1949년 제네바협약과 그에 대한 추가의정서 Ⅰ, 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수단으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의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위반의 ‘직접정범 또는 

                                          
89 Supra note 34, paras. 70-71,78. 

90 이 부분에서는 racial의 원래의 뜻을 의역하여 ‘종족’으로 한다.   

91 Supra note 34, paras. 15, 67. 

92 Ibid., paras.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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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라고만 적시하고 있었다. 93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체포영장 

자체의 국제법상 위법성 문제로 판단 대상을 국한하였던바, 영장에서 언급된 

두 죄목 이외의 범주에도 Yerodia의 불법행위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물론, Yerodia의 개별적 행위가 상기 적시한 죄목의 개별적 구성요건에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죄질에 있어서 단순한 국제법 

위반 수준을 상회하는 행위, 즉, 강행규범 위반으로도 귀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으로서의 

투치 족을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는 그의 연설은 결과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투치 족들의 살상과 구금, 기타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박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 (c)에 

따른 직접적이고 공연한 교사(선동)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94  이 

연설이 단발성이라거나 통상의 소요 등 사회 불안 조성에 머무른 차원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하는 인적, 물적인 박해, 파괴를 

초래하였음을 감안할 때, 그 개연성은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인도에 

반하는 죄’로만 의율하는 경우, ‘종족적 증오’와 ‘종족적 사유로 인한 박해,’ 

집단살해, 그리고 멸절과의 사이에 별도로 연결 고리가 필요한 난점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95  그리고 그가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는 동 협약 

                                          
93 Ibid., para. 67. 

94 Journal Minembwe/Minembwe Free Press 2009년 5월 4일 자 인터넷 기사, “We Are 

Accusing Yerodia Abdoulayi for Crime of Genocide”의 내용 참조. 참고로 이 인터넷 

언론사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르완다, 부룬디를 마주한 국경 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Banyamulenge(콩고민주공화국 거주 투치 족) 공동체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http://mulenge.blogspot.kr/2009/05/we-are-accusing-yerodia-abdoulayi-for.html?m=1> 

(last visited on 30 May, 2017) 

95 Supra note 34,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s Higgins, Kooijmans and Burgenthal, 

para.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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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 공범의 요건 역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96  

이를 감안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 상 적시된 죄책에 더하여 

Yerodia의 행위가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바, 강행규범 위반의 개연성도 

존재함을 적절히 첨언하였더라면 보다 바람직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97 물론 본 사안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나 강행규범 

위배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였으며, 법정 의견은 외국 고위 

관리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그 국제적 회람의 위법성으로 논점이 

축소되었음에 따른 귀결이었다. 그렇지만 제노사이드 등의 범죄를 이유로 한 

전직 고관들에 대한 체포, 기소는 향후에도 시도될 것이며 98 , 그럴 경우에 

당해 고관들이 대표하던 국가가 향유하는 주권면제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96 Supra note 94. 

97 참고로 supra note 34, Separate Opinion of President Guillaume, para. 12; Declaration of 

Judge Ranjeva, para. 7; Separate Opinion of Judge Koroma, para. 9;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s Higgins, Kooijmans and Burgenthal, paras. 27, 6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aras. 29, 36, 59, 66에서와 같이 별개의견, 반대의견에서는 제노사이드

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만, 본 연구의 논지 방향과는 다르게 연혁적 서술이나 단편적인 언급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98  2017년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전직 외무장관 Tzipi Livni에 대하여 벨기에 검찰의 조사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팔레스타인 인들에 대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하는 스위스 검찰의 기소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Livni의 경우 2009년에 영국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인하여 영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The Times of Israel 2017년 6월 1일 자 

인터넷 기사 – Times of Israel staff,  “Switzerland considers war crimes complaint against 

Tzipi Livni: Attorney general’s office says request by pro-Palestinian group over 2008-9 

Gaza war ‘is presently being studied’” 

 <http://www.timesofisrael.com/switzerland-considers-war-crimes-complaint-against-

tzipi-livni/> (last visited on 27 June,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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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강행규범 위반 

 

주권면제의 부인 가능성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내포하는 심각성에 

더하여 그 중에서 특히, 규범 체계상의 우열을 예정하고 있는 강행규범이 

침해되는 경우에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주권면제에 대비되는 강행규범의 

법적 효과의 규명 문제는 필연적으로 강행규범에 포섭되는 행위 유형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99       

현대 국제법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consensus의 존재를 

이유로 그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상위 규범의 존재가 확립되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근본 가치를 보호하려는 추세는 불가역적이라고 볼 수 

있다. 100  이는 어떠한 문명공동체에 있어서도 구성원 개인이 무시한다거나 

일각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위의 법 

원칙이나 도덕률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제법의 규범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01 적어도 강행규범은 현재의 국내외 

                                          
99  Matthew Saul, “Identifying Jus Cogens Norms: The Interaction of Scholars and 

International Judges,”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First View Article, pp. 1-29 

(May 2014), pp. 11-12 참조. 

<DOI: 10.1017/S2044251314000058, Published online: 03 April 2014> 
100 Stefan Kadelbach, “The Identification of Fundamental Norms,” in Tomuschat, Christian 

and Jean-Marc Thouvenin (Eds.), The Fundamental Rul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Jus Cogens and Obligations Erga Omn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 29; 

Gordon A. Christenson, “Jus Cogens: Guarding Interests Fundamental to International 

Society,”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1988), pp. 586-587, 614;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p. 350-351. 

101 Dr. Mizanur Rahman and S.M. Masum Billah, “Prosecuting ‘War Crimes’ in Domestic 

Level: The Case of Bangladesh,” The Northern University Journal of Law, Vol. 1 (2010), 

p. 17; Lord McNair, The Law of Treatie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1), p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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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주된 입장이 어떠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권면제의 제한, 부인의 

가능성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인다.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도 국가들 간에 일종의 사적 

자치(합의)에 따른 통상적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주권면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상대로 직접 국내법원에 제소할 

만한 실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강행규범 위반이라면 통상적인 

불법성을 넘어서 상위 규범에 대한 침해인바, 그런 경우에도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의무를 방기한 가해국을 상대로 피해자 개인이 국내적 재판 청구를 

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10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만연하였던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강행규범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그러한 개념 확립에 있어서도 선구적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103 비엔나 협약 제53조는 “조약은 체결 시에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a peremptory norm)과 충돌하는 한 무효”라는 점, 그로부터의 

                                                                                                                
215; 이성덕, “국제강행규범과 대세적 효력 원칙 개념의 비교,”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 

(2011), p. 384 참조. 특히, Dr. Rahman 등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친 파키스탄 

부역자들이 자행한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전쟁범죄가 강행규범 위반임을 

확인하면서, 이는 1974년의 Simla 평화협정 상의 제한이나 독립전쟁 지도자이자 국부 

Bangabandhu(Mujibur Rahman)의 사면령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사법부 체계 하에 설치된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of Bangladesh’의 관할권이 미치는 엄연한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102  주권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제법상 분쟁 해결이 국가 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임을 전제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입장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나 그 이상의 

불법행위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주권면제 실행의 항구성, 안정성 확보에 

경도되어 있다. 전통적 입장과 관련하여서는 John M. Rogers, International Law and United 

States Law (Ashgate/Dartmouth, 1999), p. 236을 참조. 

103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 The General P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379; 이성덕, supra note 101의 논문,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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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강행규범의 추후의 변경은 오로지 동일한 

위상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 제64조에서도 국제법 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이와 

충돌하게 되는 기존의 조약들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충돌의 대상이 되는 규범에 대하여 해석이나 구분 여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이 특징이다. 즉, 실체적이거나 절차적이거나 그 

성질을 불문하고 오직 근본가치에 관련되는 강행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우열 

관계에 근거하여 전통 국제법 질서에 대하여 근본적 조정,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104  이에 대한 문리적 해석은 국가의 주권면제를 고수하는 입장인 

주요 판례의 입장 105 에 대하여 정당하게도 유의미한 논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되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2001년 국가책임법 초안에서는 강행규범에 근거한 의무의 중대한 

위반(serious breach)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다.106 사실, 

강행규범에 관계되는 의무 위반의 존재가 확립되었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국제법상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위의 

초안은 이 부분에 ‘중대한 위반’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적 보완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이러한 의무 위반에 가해국에 의한 

대규모의 조직적 의무 불이행(a gross or systematic failure)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이는 중대한 위반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07 한편, 국가책임법 

초안에 관한 주석서는 특정한 행위가 강행규범적 의무의 위반으로 

                                          
104 Gordon A. Christenson, supra note 100, p. 614 참조. 

105 Supra note 17, paras. 83, 91, 93 참조. 주권면제의 귀속 주체인 국가의 주권에 대한 제약

은 여전히 예외적인 것일지라도, 현대의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비정형적 

시도라고는 볼 수 없다.     

106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제1항.  

107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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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려면 당해 위반의 규모(magnitude)와 관련하여 추가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8  물론, 국가책임이라는 견지에서는 

강행규범에 대하여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위반(organized or deliberate 

commission)의 존재가 요건으로서 필요할 여지가 있다. 109  그렇지만 

불법행위의 규모와 관련하여 가중적인 최소 요건을 엄격하게 관철시키려 

든다면, 이는 역으로 강행규범 효력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념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강행규범 개념의 독자적 존재 의의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상기 언급한 ‘인도에 반하는 죄’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인 이유는 각 

행위가 개인의 단발성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체계적 계획’ 

속의 일부를 구성함을 대체적인 맥락 속에서라도 인식하고 민간인에 대한 

존엄성 훼손에 나아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110 다시 말해, 국가의 수뇌부 등 

상부 차원의 조직적 기획과 가담 하에서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 국가책임이나 국내 형법에 의하여 의율할 일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국가책임법 초안 제40조에서 ‘중대한 위반’을 언급하는 것은 

강행규범의 정의에 있어 오히려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111  강행규범 위반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과 달리 상황적 맥락이 

전제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는 오직 상위 규범으로서의 확립 

여부, 일탈 불가능성 등을 척도로 판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국가책임법 초안 제41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제40조의 의미에 

                                          
108 James Crawford, supra note 103, p. 381. 

109 Ibid.  

110 木原正樹, supra note 61, pp. 136-137 참조. 

111 반대로 보면,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정의와 요건에 있어서 강행규범 경우와 일정한 공통분

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범주에 속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또한, 향후의 국제법의 발전

에 따라 새로운 강행규범 위반의 유형으로 정립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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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어떠한 중대한 위반, 즉,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도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강행규범 위배 자체와 그로부터 유래하는 상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現狀(status quo)이 될 수는 없으며, 이를 미해결인 체로 

방치하는 것 역시 별도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평가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이에 상응하여, 그러한 위반에 기인하는 상황의 유지를 위한 일체의 원조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라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감안할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 

면제를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112는 논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역시 존재한다.113          

그렇다면 강행규범의 위반으로서 확립된 범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논자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던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고문, 노예제와 노예무역, 해적, 인종차별과 

Apartheid 정책, 그리고 민간인을 겨냥한 적대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확장되기도 한다.114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강행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아직 

                                          
112 Andrea Bianchi,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alian Court of Cassation, 

March 11, 2004,”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9 (2005), p. 247;  

James Crawford, supra note 103, p. 385.   

113  반면에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다수의견과 관련하여 선결적 절차문제인 

주권면제의 존재가 강행규범 위반행위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책임법 

초안 제41조의 침해 여지 또한 없다는 논의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Hermann-

Josef Blanke and Lara Falkenberg, “Is There State Immunity in Cases of War Crimes 

Committed in the Forum State?: On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f 3 February 2012 i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German Law Journal, Vol. 14 (2013), p. 1833 참조. 

114 Lori F. Damrosch and Sean D. Murphy,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6th E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4), p. 104; Sofie G. Syed, “Sovereign Immunity and 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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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유형까지 포섭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강행규범의 범주나 예시와 관련하여서는 비엔나 협약의 제정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이 주종을 이루게 되어 결국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실패하였다.115 그렇지만 법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등장은 향후 오히려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116    

국제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1998년 구유고 국제형사법원의 ‘Furundžija 

사건’ 제1심에서 최초로 고문 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된다고 명시117한 것을 

필두로 2001년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Al-Adsani 사건’에서도 고문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확인한 바 있었다.118 특히, ‘Al-Adsani 사건’은 고문이 

자행되어 강행규범이 침해된 경우에 주권면제가 부인되는지 여부에 있어 

비록 법정의견으로는 채택되지 못하였지만,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의 옹호에 

있어 가장 전향적 태도를 드러낸 선례이기도 하였다. 119  이렇듯, 강행규범 

위반에 직접 관계되는 국제판례는 고문 금지와 관련된 민사적, 형사적 

판결이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Cogens: Is There a Terrorism Exception for Conduct-Based Immunity?,”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 49:2 (2016), p. 271. Damrosch는 강행규범의 양

태로서 거론된 적이 있는 행위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115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352. 
116 일례로 Dean Adams, “The Prohibition of Widespread Rape as a Jus Cogens,” 6 San 

Diego Int’l L. J. 357 2004-2005 (2005), pp. 396-398을 참조, Adams는 ‘만연한 

강간(widespread rape)’의 금지에 대하여 강행규범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117 Prosecutor v. Anto Furundžija (IT-95-17/1-T), Judgement in the Trial Chamber, 10 

December 1998, paras. 144, 153-156.  
118 Case of 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35763/97) (ECtHR) (2001), 

paras. 34, 51, 60-62.   

119 Ibid., paras. 23, 64 참조. 이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9: 8로 나누어지는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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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으로서의 고문금지의 위상은 이후의 실행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동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면제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21세기 들어서 

나왔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Samantar 사건’이 주목할 만하다. 120  여기서는 

소말리아의 전직 수상이 연루되었던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 등과 관련하여 그에게 면제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동 

대법원은 common law에 기한 주권면제는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이하 FSIA)의 성립 이전부터도 발달하여 왔으며, 

FSIA가 common law를 법전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권국가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것이지 외국인의 공무상 면제(foreign official immunity)에는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소말리아 전직 수상이 제기하였던 면제 항변을 

배척한 바 있다.121  

이는 비록 상기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기인하는 면제의 부인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면제에 대한 FSIA 상의 근거를 부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그에 대하여 국가원수의 면제는 물론이고 common law 

상으로도 국군 수뇌부 또는 행정 수반, 즉, 외국인의 공무상 면제에 대하여 

                                          
120 Bashe Abdi Yousuf; John Doe 1; John Doe 2; Aziz Deria, Plaintiffs-Appellees, and John 

Doe 3; John Doe 4; Jane Doe 1, Plaintiffs v. Mohamed Ali Samantar, Defendant-Appellant  

(United States of America, Amicus Supporting Appelle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Case No. 11-1479 (2012); Samantar v. Yousuf et al.,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Case No. 08–

1555, 560 US 305 (2010). 1991년의 내전 발발 이전의 소말리아의 Barre 정권에서 장성, 

수상 등을 역임한 Mohamed Samantar에 대한 면제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121 Supra note 120의 둘째 판례, Opinion of the Court, pp. 1, 4, 20 참조. Samantar에 대한 

제소의 법적 근거는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와 the Alien Tort Statute 

(ATS)였다. 본 사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Erica E. Smith, “Immunity Games: How the 

State Department Has Provided Courts with a Post-Samantar Framework for Determining 

Foreign Official Immunity,” Vanderbilt Law Review, Vol. 67:2 (2014), p. 576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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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면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122 

2012년 결정은 강행규범 위반은 주권국가에 의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범죄적 맥락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법상 주권행위에 근거한 

주권면제(official-act immunity)를 부인하고 있는 일련의 판례의 경향성을 

언급하였다는 점, 그리고 면제가 부정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드러낸 것이었다. 123  또, 이 사건의 경우 소말리아가 관련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고문을 조장, 방관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 이는 

주권면제의 부인에 이르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편, 고문 연루 의혹이 존재하는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Arrest Warrant 

사건’에서의 전개와 유사하게 소환장이 발부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면제의 

제한이나 부인 가능성이 논의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 국제 법원에서 한때 

계속되었던 적이 있었다.124  프랑스 사법부에서 개시된 조사와 기소 절차에 

대하여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수도 Brazzaville)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였던 사안인데, 원심은 현직 대통령인 Denis Sassou Nguesso, 

내무장관 그리고 고위 장성들에 대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와 고문에 관련된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이 대통령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었다.125  콩고공화국은 프랑스 사법부의 위와 같은 조치가 관습국제법 

차원에서 확립되어 온 국가원수가 향유하는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126  하지만 2002년에 최초로 제기된 

                                          
122 Supra note 120의 첫째 판례, p. 14, 23.  

123 Ibid., pp. 19-23. 
124 ICJ Press Release (unofficial), “Certain Criminal Proceedings in France (Republic of 

the Congo v. France): Case removed from the Court’s List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the Congo,” 17 November, 2010 참조. 

125 Ibid., pp. 1-2. 

126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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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여러 회에 걸쳐서 재판 기일의 연기가 있었으며, 결국, 2010년 11월에 

제소국인 콩고 공화국이 소 취하를 통보함과 동시에 절차 중단의 기록과 

사건목록으로부터의 삭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당사자인 

프랑스 공화국도 소 취하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관계로 사안이 그대로 

종결되었던 것이다.127  

이 사안은 비록 Yerodia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영장 사안은 아니었지만, 

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 면제를 부인하고 직접 ‘인도에 반하는 죄’와 고문에 

대한 형사책임을 논의하려던 프랑스 원심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강행규범과 

면제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개를 기대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소 취하 형태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 차원에서의 

견해의 양상은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콩고 공화국 사례는 향후에도 

강행규범 내지 중대한 국제법 위반 사안이 유사한 형태로 각종 면제 제도와 

충돌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Ⅵ. 기타 범주 

 

그 자체로는 앞서 거론하였던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범주에 포섭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세부적 행위 태양과 규모에 따라서는 그러한 불법행위의 

수준을 능가하는 피해를 야기하는 유형으로서 테러리즘(terrorism)을 들 수 

있다. 테러리즘은 복수의 형법적 구성요건을 망라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정의와 포섭 범주는 개방적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의 정의가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매김되는지에 대하여 모호성도 잔존한다.128     

                                          
127 Certain Criminal Proceedings in France (Republic of the Congo v. France), Order of 16 

November 2010, I.C.J. Reports 2010, p. 635, pp. 636-637.   

128 Sofie G. Syed, supra note 114, pp. 25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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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주요 기초 

작업인 ‘1996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 법전 초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에서는 전쟁범죄 

파트에 ‘Acts of Terrorism’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129  그리고, 동 초안의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된 주석에서는 비인도적 행위(inhumane acts)의 

해당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테러가 정책의 일부로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행될 것을 요구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다.130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1996년 초안과는 달리 테러리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로마규정에 이르러서는 누락되었다. 이는 테러리즘이 개별적인 

형사범죄의 집합적 개념으로서 전쟁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도에 반하는 죄’의 구성요건에도 관계되는 등 개념의 포괄성에 

기인하는 법적 위상의 모호함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공포를 수단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유·무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현 시대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131 그렇지만, 2001년의 9·11 

테러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Al-Qaeda와 같이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에 불과한 테러집단이 양적, 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능가하는 규모의 테러리즘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국제법적 처리 역시 복잡하게 되었다. 132  최근에는 소위 ‘이슬람 

국가(ISIS 또는 Daesh)’와 이를 추종하는 전투집단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집단들은 국가에 준하는 체제를 표방하면서 파괴력의 증대에 

더하여 지리적 영역의 확보와 시간적 지속성까지 구비하여 나가는 실정이다.  

                                          
129 1996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 법전 초안 제20조 (f)(ⅳ). 

130  ILC,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with 

commentaries (1996), p. 47.  

131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1118. 

1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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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테러리즘의 대처 방안과 관련된 아시아 차원에서의 평균적 인식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발표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133에 잘 

나타나고 있다. 본 선언에서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우선 “어떠한 형태나 

선언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한 식민 지배나 그 점령 하에 있는 주민들의 

정당한 투쟁과는 구별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향유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영토적 완전성,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정부를 뒤흔들기에 이르렀다”134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테러리즘이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임을 언급함과 동시에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테러리즘에 관한 조문 부분과 국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천명한 다른 조문들을 함께 보면, 이는 소위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와 

문화상대주의의 미명 하에 이른바 서방 세계의 산물로서의 인권 개념에 

대하여 제한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하여 국가를 우위에 두는 공식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135 비록, 테러리즘이 인권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본 선언이 확인하고 규탄하였지만 정작 그 근거에 있어서는 현대의 

국제인권적 시각과 일정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추후 테러리즘의 

피해자로서의 개인의 지위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접근방식인바, 

                                          
133  공식 명칭은 ‘Final Declaration of the Regional Meeting for Asia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이 선언에서는 세계회의 개최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

진 아시아 제국의 기여, 인권의 제반 원칙에 대한 존중을 천명하고 있으나, 정작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방콕선언 제5조, 제13조)의 우위를 강조하는 등, 현대 국제인권법의 흐름

과는 거리가 있다.    

134 방콕선언 제21조 전단.  
135 Uyen P. Le, “Comment: A Culture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Deconstructing 

“Asian Values” Claims,”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Vol. 18:2 (2012), 

pp. 476-4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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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일단 위의 방콕선언은 테러리즘이 “국제사회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탄되어야 할 성질의 것”136임은 명시하고 있다. 선언의 취지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방지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대하여 대세적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세적 권리 관계는 근대 국제법에서의 국가 간의 쌍무적 권리의무 관계를 

넘어 국제 사회가 하나의 규범 공동체로 통합 되어가는 상태에서 비로소 

예정된 산물이다. 137  결국, 대세적 권리 의무의 실행, 준수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관심사이기도 하므로, 이는 위의 문화상대주의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세적 의무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배와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아니하며, 그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강행규범과는 그 

특질이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다.138 그리고 대세적 의무는 강행규범과는 달리 

규범 간의 서열이 존재를 전제하는 개념도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비록 특정 집단의 자결권과 그에 대한 존중 의무가 대세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비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평가로 귀결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재판관할권의 성립을 부정하였던 

선례가 있다.139  

                                          
136 방콕선언 제21조 후단. 

137 이성덕, supra note 101의 논문, p. 399 참조. 

138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354; Ibid., pp. 403-404. 다만, 모든 강행규범은 그 논리구

조상 대세적 효력을 지니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139 Case Concerning East Timor (Portugal v. Australia), Judgment, I.C.J. Reports 1995,  

paras. 29, 34, 35, 38. 이에 대하여 자결권의 대세적 효력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 대세적 

효력의 기타 범주도 적극 인정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국 인도네시아가 재판의 

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관할권이 부인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kubiszewski, paras. 64, 7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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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러한 자결권과 더불어,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와 방지 역시 

세계의 규범 공동체와 유리된 것이 아닌 대세적 의무로 평가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140 제8조 제1항 3호에서는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즉, 

테러범죄에 대하여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 제5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테러범은 정치범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급증 

추세에 있던 폭탄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조와 법 집행의 

강화를 약속하는 취지였다.141 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방지가 일국, 양국 

사이의 국가 간 의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유념되어야 

할 현안임을 시사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다자조약에서 테러를 실행한 자에 대한 

“기소 또는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42  이를 주권면제 부인의 사안으로 

치환하여 보면, 직접 실행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인도는 물론이고 그에 

대하여 교사, 방조한 주권국가와 수뇌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이 성립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제3장 주권면제 이론의 현재 

 

                                                                                                                
Dissenting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pp. 214-216, 221을 참조.     

140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141  Samuel M. Witten, “Current Developmen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No. 

4 (1998), p. 177. 

142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9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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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근거가 되는 주권(sovereignty)과의 

연계 속에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한 주권면제 항변이 소송 

상 인용됨으로써 외국 재판관할권 아래 복속하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은 당해 국가의 주권이다. 즉, 당사국 

입장에서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주권면제를 원용하여 주권의 완전성을 

도모, 수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성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수정 

시도에도 친화적이지 아니한 불가침성(inviolability) 역시 내포되어 있다.   

  이를 본다면 인권 가치가 재확인되는 현대 국제법 체계 하에서는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이 주권면제와 충돌할 가능성은 일정 부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권과 그 불가침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와 

확보 의지는 전후의 국제인권법의 발전 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고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권 개념의 확립은 이미 국경(관할권)을 초월하는 

보편적 사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경 내부에서의 책임 수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 143 은 주권면제 확보에만 머무르는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적절한 비판일 것이다. 이렇듯 주권면제는 주권의 완전성의 확보 

문제이기도 한데, 현대 국제법 상 어떠한 위상을 지녀야 하는가? 

주권면제의 관습국제법적 위상144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인권법 분야는 각기 

발전의 정도와 단계가 다르며, 여전히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의 국제법에서 인권이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 145 는 이미 불가역적 흐름이며, 그에 관한 각종 결의와 합의도 연성법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로 간과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것들이 관습국제법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그 확립 전망에 따라 국가의 주권면제 

항변에 일정한 조건(부관)을 첨부할 국제법적 위상을 내포할 수 있을지 

                                          
143 Louis Henkin, The Age of Righ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 90 참조. 

144 Supra note 17, paras. 54, 56, 58 

145 세계인권선언 [UN 총회결의 제217호(Ⅲ)(1948년 2월 10일)]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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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 여지가 있다.    

주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영토적 일체성이나 정치적 독립 

등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주권적 가치를 존중하며 위협하지 아니할 책임이 

당연히 수반된다. 146  이를 부연하자면 주권의 적극적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행사 방식이나 범위는 사회적 존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무제한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권 행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내재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이는 당해 

국가가 자신의 주권적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47 이렇게 

형성된 위법 상태에 대하여 당사국 외의 제3국들이 Westphalia 체제 하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이유로 묵인한다거나 국제 기구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대 국제법 질서는 점진적으로 위협받게 된다.148 따라서, 이러한 

위법 상태의 해소가 필요한데, 국가 간 합의의 틀을 지양하고 인권의 귀속 

주체인 피해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에 주목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주권면제와 그 적용 한계를 정리, 

획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 주권의 대내외적 작용에 대한 헌법적 규명,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의 주권의 역할은 주권면제 사안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149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권의 남용으로 인한 

국제법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주권면제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146  Kamrul Hossain, “The Concept of Jus Cogens and the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Vol. 3 Issue 1 (2005), p. 94 참조. 

147 Jurgen Brauer and Robert Haywood, “Non-state Sovereign Entrepreneurs and Non-

territorial Sovereign Organizations,” UNU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Working Paper No. 2010/09 (2010), p. 6. 

148 Ibid. 

149 Alexander Orakhelashvili,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International Decisions: David P. Stewart(ed.)),”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6 (2012), p.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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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주권면제의 법적 효과는 개인의 재판상 

청구를 위한 법정(forum)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국내법에 주목하여 보면, 대한민국 헌법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50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록   

헌법상 원칙이지만 집합으로서의 국민을 구성원 개인으로 치환한다면, 주권 

행사에 있어서 개인은 추상적인 귀속 주체에 그치지 아니하며 제도적 조직을 

통하여 이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51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단지 의제되거나 명목적 실체일 뿐,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고 관습적 법체계를 일방적으로 적용 받는다면, 

그 형식적 합법성 여부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이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152       

                                          
15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제법의 차원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지만, 21세기 현재 국제 사회의 국가들 대다수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이러한 

정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151  김경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2005), pp. 407-409 참조. 

152 헌재 2004. 10. 21. 2004 헌마 554 등, 공보 제98호, 1095 [위헌],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중 가(2)(4)(5) 항목; 김경제, 위의 논문, pp. 408-409, 414-415 참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 의견은 특기할 만 하다. 이는 누적된 역사적 관행으로부터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법정 의견에 대하여, 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계속 

존재하여 왔으며 국회에서 대안적인 입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이미 법정 의견에 

비약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관습헌법의 형성 과정에 일찍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국민에 대하여 뒤늦게 국민주권주의를 원용하면서 관습헌법 사항의 개정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원칙의 오용, 

남용임을 지적한다. 이 헌법적 논의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주권면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를 관습국제법으로 단정함으로써 그 형성 과정에 애초에 

간여한 바가 없었던 개인에 대하여 사법에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개인을 피동적 존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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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옹호 일변도의 추세는 국제법 해석에 있어서도 경계, 유의되어야 

할 흐름이다. 왜냐하면, 주권면제 항변의 원인 행위가 되었던 외국의 

불법행위를 해석하면, 어떤 맥락에서든지 상대국 주권의 완전성을 침해한 

것인데, 이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첫째, 국민에게 주권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정치 체제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53  둘째, 국민의 최소 

단위인 개인이 ‘사법에의 접근’의 일환으로 재판청구권154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국을 직접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비중만큼의 주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개인의 일방적, 

비전형적 소송 시도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주권의 종국적 귀속 주체로서의 국민이 외국을 직접 상대로 하여 

사법상의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원인 행위에 있어서의 

가해국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사, 피해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시도로 인하여 외국의 주권면제가 일견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국에서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그 허가는 원래의 침해행위에 

관련된 배상의 불이행에 대하여 불가피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라 이론 

구성할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55  그러므로 외국에 의한 주권면제의 

항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의 재판청구권의 가능성마저 봉쇄함이 

적절한지 의문인 것이다. 오히려, 주권면제 항변이야말로 사안에 대한 

미봉책에 가까우며 이는 장래의 법적 분쟁의 원인(遠因)이 될 여지가 크다. 

                                                                                                                
전제하는 근대 국제법의 잔재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53 Supra note 150 참조. 

154 세계인권선언 제10조; 유럽인권협약 제6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참조.  

155 水島朋則 『主権免除の国際法』（名古屋大学出版会、2012） pp. 228-230; 국가책임법 초

안 제49조 제2항 참조. 동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명시하듯이 대응조치는 원래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제2부 상의 의무 이행을 유도, 촉구하고 이를 재개하도록 하기 위

한 상호주의적 일시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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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문제는 주권면제이론의 향후의 조정에 

있어서 간과되기 어려운 규범적 척도로 평가되어야 한다.156  

현대 국제법에서 개인과 인권이 부각되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의 

당위성이 우위를 내포하는 이론적, 실무적 흐름으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주권 국가들로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근거를 마련하려 시도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개인의 사법적 

권리 구제 시도를 종래의 실행인 외국의 ‘국내적 구제 절차’에 전속적으로 

국한함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충분조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타의 법적 대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국내적 

구제절차에 기한 주장이나 주권면제의 항변은 국제인권법 상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초래하게 된다.    

후속 단계에서의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이 

직접 외국을 상대로 본국이나 제3국의 법정에 제소하게 되는 경우 자체는 

다분히 예외적이고 비전형적이다. 하지만, 국제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체계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와 발전 배경에는 비전형적인 유사 상황에 대한 

대처와 조정이 존재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주권면제의 

항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원인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제 조치도 없이 

단순히 불처벌(impunity)만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를 평면이 

다른 논의로만 치부하여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제법의 존립 근거의 

한 축과 유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157 

이 단계에서 미리 언급하자면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로부터 유래된 

                                          
156 Christopher A. Whytock, “Foreign State Immunity and the right to Court Acces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3 (2013), p. 2059 참조.  
157 Supra note 17, paras. 83, 9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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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은 일부 국가와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158 하지만 동시에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은 구 이론의 한계점을 적절하게 해결하지도 못하였으며, 

개선되었다는 범위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주목 대상인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갈래의 주권면제이론은 ‘상업적 사법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를 

제외하고는 주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완전성, 불가침성의 지향이 공통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된 효과에 있어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절대적인지 혹은 제한적인지를 불문하고 주권면제이론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예정하고 그 외의 개인 등은 이에 전속적으로 연동되는 엄격한 

사법적, 시민법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호 경합적이고 수평적인 

주권 국가들이 공존하였던 Westphalia 체제에 가장 최적화” 159 된 과거의 

해결 도구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국제법 체제는 주권의 절대적 

개념이 지양되고 그에 대한 조건적 인식에 기반한 책임 원리, 심지어는 

보호책임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R2P)에 따른 제약이 논의되는 

단계에 있다.160  또한, 이러한 조건적 인식 하에서는 국제법상 국가 주권의 

                                          
158  David Gaukrodger, “Foreign State Immunity and Foreign Government Controlled 

Investors,”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0/02 (2010), pp. 6-8, 

11-12 참조. Gaukrodger는 중국을 대표적 국가로 거론하면서,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그리고 체코 등의 동구권에서 절대적 주권면제에 입각한 실행이 장기간 존속하였음을 

부연하고 있다. 

159 Hazel Fox CMG QC and Philippa Webb, The Law of State Immunity,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8; Alain Pellet, “The Definition of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 Crawford, Pellet, Olleson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5을 참조.  

160 Patrick Macklem, The Sovereignty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37 참조. 주권의 절대화로부터 이를 조건화, 상대화하여 적용하는 실행은 주권면제의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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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영역 내의 국민, 인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161 그럼에도 구 

체제 하에서 주권 국가들이 향유하던 주권면제 이익이 근본적으로 사정이 

변경된 현대 국제법 체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관습국제법 상의 권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주권면제 실행의 

연혁과 그에 따른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제1절 주권면제의 확립 

 

Ⅰ. 절대적 주권면제의 유래 

 

이론상 ‘至上의 權力(suprema potestas)’이라고 정의되어 온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국내법 질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이며 불가분, 불가양의 권리로서 

인식, 옹호되어 왔다.162 더구나, Westphalia 체제 하의 근대 국제법이 당대의 

주권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도 주권의 

절대적 성격의 확립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163 주권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확보 하려는 시도는 주권면제에 대한 어떠한 제한과도 친화적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실행에 있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61 Ibid. 
162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1판 (박영사, 2015), p. 147. 

163 박상섭, 국가·주권 (小花, 2008), pp. 217-218 참조. 필자는 아울러 이 부분에서 초기의 

주권 이론가들에 의한 수직적 기존 질서의 부정은 ‘보편질서’, 궁극적으로는 국제법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의 자리매김에 성공한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식민지 정책이 전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현대 국제법은 규범 간 층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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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것일 뿐 그를 

통한 근본적 변화가 정립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164 

한편, 주권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인 국민 개개인과 관련하여서는 대내적 

질서 차원에서 국민주권 개념으로의 진화165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주권의 귀속 주체로서 제도적 보장이 확립된 권리에의 접근166이 가능하였던 

개인은 수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소수의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 

또한 국제 무대에서 유의미한 독립 변수로는 작용하지 못하였다. 167  결국, 

근대 국제법 상의 소수의 국가와 그에 소속된 일부 개인 이외에는 국제법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대다수 개인들은 국내법의 전속적인 

관할 아래 놓여 있었던 존재였다.   

이러한 고전적 주권면제와 그 실행은 정작 절대 군주(sovereign)가 주권의 

수호와 관련하여 일찍이 지향하였던 세계관168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164 Michael E. Jansen, “FSIA Retroactivity Subsequent to the Issuance of the Tate Letter: 

A Proposed Solution to the Confus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0, Issue 2,  (1989), p. 352 참조. Jansen은 미국에서의 실행을 언급하면서, 

1952년 국무부 서한인 Tate Letter를 통하여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공식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에 FSIA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적어도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입각한 실행이 계속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주권면제에 내재된 주권의 

강한 관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165 허영, supra note 162의 책, pp. 147-149 참조. 

166 Supra notes 150, 152의 서술 각각 참조. 

167 Supra note 159 참조. 

168  “대등한 자 상호 간에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명제가 주권 국가 간의 평등에 

기반한 주권면제 원칙의 확립에 기여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sovereign’ 의 본래적 

의미는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구비한 통치자 개인을 칭하던 것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lack’s Law Dictionary, 4th pocket edition, West, 2011 참조) 그리고 이것이 

주권 국가에 대한 의미로 확장된 것은 근세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위의 명제는 

전통적 의미의 군주가 외국 법정에 서지 아니함을 직접 명시한 “Rex extra territorium s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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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주권을 뒷받침하는 주권면제의 확보는 

새롭게 독립을 달성한 왕국이나 공화국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국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본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여 왔으며 근대와 현대 국제법의 분화에 있어 Antithesi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구 사회주의 블록의 국가들조차도 적대 진영으로부터의 

내정간섭 여지를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절대적 주권면제의 

실행을 고수한 바 있다.169이는 주권의 완전성, 불가침성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향성은 국가의 종류, 형태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강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선례라고 할 것이다.170      

  고전적 맥락에서의 절대적 주권면제 제도와 그 실행을 반영하는 대표적 

판례로 19세기 초반 미국의 ‘Schooner Exchange 호 사건’171을 들 수 있다. 

                                                                                                                
privatem”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Guideline to Lati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결국, 주권국가 간의 평등이라는 명분에 따른 주권면제 

제도 이면에는 군주의 체면이나 위신 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예양(comity)으로부터 유래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9 Joseph W. Dellapenna, Suing Foreign Governments and Their Corporations,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2003), pp. 5-6, 29. Dellapenna는 p. 5에서 절대 주권의 시기에 

‘국제예양’은 최소한의 국제 질서 유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극단적 상호 독립의 주장들을 

조정하는 토대로 기능하였다는 점, 향후의 세부 규칙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근세의 ‘국제예양’의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Hessel E. Yntema, “the Comity 

Doctrine,” Michigan Law Review, Vol. 65, No. 1 (1966), pp. 26-27 참조. 

170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2013), pp. 538-539 참조. 사회주의 블록의 

주권면제에 대한 초창기 입장이 근대 국제법의 산물인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으로 귀착되었던 

사실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이해 관계는 대외적 완전성(integrity)의 보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냉전 종식 시까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 공히 국제법 상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문제, 나아가 기본적 인권 문제가 핵심적 의제로 다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171 The Exchange v. McFaddon, 11 US (7 Cranch) 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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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은 독립된 주권적 실체로서의 

국가가 보유하는 고유한 속성”172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기 영역 내의 

국민에 대한 관할권은 필연적으로 배타성과 절대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부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권에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에도 복속되지 아니한다” 173 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었다. 이는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이 관철하려는 핵심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며, 현대 국제법이 

확립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주권의 완전성, 불가침성에 유래하는 자기 방어적 

경향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174  또한, 주권에 있어서의 내정불간섭의 

속성은 제한적 주권면제 운용의 틀을 사실상 근대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수준으로까지 돌리려는 퇴영적 방향으로 흐를 여지도 남기게 된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2세기 이전의 Schooner Exchange 호 사건은 “일국 

주권에 복속하는 군함이 전함에게 부여되는 통상적 조건으로 개방된 우방국 

항구에 입항하였다는 사실에는 그 정박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히 처신하는 

한도에서는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묵시적 약속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172 Ibid., 136. 

173 Ibid. 

174  August Reinisch, “European Court Practice Concerning State Immunity from 

Enforcement Measure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 4 (2006), 

p. 829; David Gaukrodger, supra note 158, pp. 18-20 참조.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절대적 주권면제로 향하는 경향은 ‘판결 전후의 강제적 조치’로부터의 

주권면제가 문제되는 사안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유럽국가면제조약(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제23조가 체약 당사국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승낙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으로부터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음은 거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수렴하는 입장의 전형이다. UN 주권면제협약만 하더라도 강제조치와 

관련하여 제18조부터 제21조에 이르기까지 예외의 존재를 각각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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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175 이 핵심 요체이다. 이 내용이야말로 국가 간 주권 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어가던 19세기 초반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의 산물이다. 그에 따라 

국가는 다른 주권자의 관할권에 복속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주권적 명예의 

실추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176 미국 내의 항구에 입항한 

프랑스 군함에 대하여는 군적 편입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이나 기타 하자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권면제의 항변은 절대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이다.177  

  이에 더하여 당대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을 사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하는 작업은 신생 국가였던 미국으로서도 중대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기의 독립 이후에도 현재의 캐나다 지역의 영국 

세력과 대립하던 미국이 절대적 주권면제의 실행을 수용함으로써 독립전쟁 

시의 우방인 프랑스와 우호를 재확인하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178 주권면제 

제도는 주권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국가들 간에는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초반의 시대적 산물인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따르게 되면 

주권면제 이익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이해관계에 놓인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장애 요소로 인하여 본안 단계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개인과 국가 간의 이익 형량이나 추가적인 법적 절충조차 없이 절대적 

                                          
175 Supra note 171, 147. 

176 Ibid., 137. 

177 Ibid., 142, 144, 146. 

178  Ibid., 116 참조. 이는 외국에게 주권면제를 부여함에 있어 사실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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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의 보호라는 명제만이 우선시된다면 이는 원인 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궁극적 해결과는 유리된 것으로 형식적인 ‘국제 예양’에만 경도179된 

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변화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하여 자유방임의 경제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대체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국가를 ‘상업적 사법행위’의 주체로서 

경제 부문에 편입시키기에 이르렀다. 180  사적 부문에 있어서의 변화에 

국가로서도 자유방임주의의 기조 속에만 안주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절대적 

주권면제의 영향을 받은 실행도 일정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에 대한 능동적 

수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181  

결국 시장 차원의 자정 작용을 신뢰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입각한 실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 영역에 있어서 

                                          
179  Joseph W. Dellapenna, supra note 169, pp. 5-6; Supra note 167 등을 참조. 

Dellapenna가 언급하였다시피 주권이 절대적이던 시기에 ‘국제예양’은 국가 간 첨예한 상호 

독립의 입장을 일정 부분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최소한의 조정 기능이 국제법의 변화에 무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권면제 

이론이 외국 국가의 명예, 위신의 확보에만 경도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서 이미 사전적 

의미의 ‘국제예양’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80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249. 

181  다만, “‘절대적 주권면제’로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로의 실행의 변천이 있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2 참조. 水島는 위의 명제가 일부 국가군에서의 주권면제 전개 양상에는 부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관습국제법 상 주권면제의 현주소를 적절히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지배적이 되었다고 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도 주권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행위 지향은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시대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때, 水島의 지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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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입을 예정하는 국가 활동의 공사법적 구분182이 확립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restrictive immunity 

theory)으로의 변천이 이루어졌다. 다만, 본질적으로 주권에 속한다고 

파악되는 국제법상의 영역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며, 주권 범주의 

확정과 법적 논리의 강화를 통하여 불가침성의 외연은 확장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었던바, 인권 관련 불법행위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왔던 ‘주권적 

공법행위’에 대한 대처와 유리된 이론에 유의미한 시사점이 존재하였는지는 

의문이다.183     

 

Ⅱ. 제한적 주권면제로의 이행 

 

20세기 초반에 제반 경제부문에의 국가 개입을 당연시하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달리하였던 구 사회주의 블록의 등장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개인과 같은 모습으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184 즉, 종래의 

사적 거래 분야에서도 법률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국가가 등장하자 일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과도 유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국가 관념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제하고 주권면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 

                                          
182 Victory Transport Incorporated, Owner of the S.s. Hudson, Petitioner-appellee, v. 

Comisaria General De Abastecimientos Y Transportes, Voyage Charterer of the S.s. 

Hudson, Respondent-appellant, 336 F.2d 354 (2d Cir. 1964), 360 참조. 구분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이렇듯 존재하였다. 이 판례에서는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을 5 가지로 한정한 후에 그 이외의 행위 유형은 여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사법적 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183 Patrick Macklem, supra note 160, p. 40 참조. 

184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252; 김대순, supra note 170의 책, pp. 538-539 참조. 

하지만, 경제활동부문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공산 진영의 국가들이 정작 제한적 주권면제 

이론에 따른 실행에조차 회의적이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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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185  

  국가의 법률행위를 ‘주권적 공법행위’로 성립시켜 주었던 고유한 요소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186 이 부분에서 특기할 점은 현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이론적 발달 

정도와는 별개로, 많은 국가들의 입장은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거나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187  이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각국에게 있어 주권의 본질에 대한 어떠한 제약 없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권 국가에 대하여 면제의 이익이 부인되는 ‘사법상의 상업행위’와 그 

범주의 해석 여지와 관련된 단서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주권면제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에 대한 국가 지향성을 감안할 때, 부분적 성과나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188 왜냐하면, 주권 국가들이 근대 국제법상 포괄적, 

                                          
185 유형석,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학연구, 34 (2009), p. 444. 

186  양희철,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p. 49. 양희철은 국가가 ‘상업적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를 ‘주권성’이 결여된 예로 들고 있는데, 상업적 행위가 무엇인가의 문제도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평가되는 국가의 법률행위 중에는 주권적, 비주권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87 Lee M. Caplan, supra note 29, p. 753 참조. Caplan은 여기에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의 

이전 단계로서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자체도 일종의 신화임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주권면제’가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였던 국제 사회에 있어서 과연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인 것이다. 이는 supra note 181에 있어서의 水島의 

의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188 Ingrid Wuerth, “Foreign Official Immunity Determinations in U.S. Courts: The Case 

Against the State Department,”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1 (2011), p. 

969; Joseph W. Dellapenna, supra note 169, p. 29. 이 부분에서 Wuerth와 Dellapenna는 

공히 외국 국가나 그 사법부에서 ‘사법적 상업행위’에 한하여 주권면제를 부인하려는 

실행이나 입법에조차 저항과 거부감을 보여 왔음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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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향유하여 왔던 주권면제 이익을 특단의 사정이 없이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단의 사정은 

주권면제의 제한이라는 변화된 실행에의 적응이 동시에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189  그러한 요인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익을 저해할 개연성마저 존재한다면, 주권적 실행은 점진적 

변화에 있어서조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190 그러므로 제한적 

주권면제 이론과 실행의 전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들이 절대적 

주권면제 실행을 기준으로 이를 제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191  

물론, ‘상업적 사법행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고 보편적인 

범주192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 행위에 대한 이러한 공사법적 

구분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 견해도 표명되고 있다.193 하지만, 구분의 타당성 

                                          
189 Jürgen Bröhmer, State Immunity an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Martinus Nijhoff 

Poblishers, 1997), p. 20 참조. Bröhmer는 이 부분에서 제한적 주권면제 실행으로의 변천 

과정에 있어 옛 공산권을 제외하고서는 주권 국가에 의한 심각한 도전이 있지는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후술하는 supra note 191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이 부분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190 Supra note 188 참조. 

191 Ernest K. Bankas, The State Immunity Controversy in International Law: Private Suits 

against Sovereign States in Domestic Courts (Springer, 2005), p. 33; 김대순, supra note 

170의 책, p. 504 참조. 

192 Supra note 182, 360. 이 부분에서는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는 ‘political or public 

acts’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Internal administrative acts, such as expulsion of an 

alien. (2) Legislative acts, such as nationalization. (3) Acts concerning the armed forces. 

(4) Acts concerning diplomatic activity (5) Public loans. 이는 통상적으로 예건 가능한 범주 

내의 공법상 행위로 보인다. 이 판례의 분류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이외의 주권 국가의 행위

는 모두 ‘사법상의 상업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193 P. F. Sutherland,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Question,” 13 UWALR 409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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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는 별도로 국가 주권의 절대성에 대하여 국제법 상 제한이 전무하였던 

시기와 비교하여 본다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은 상당 부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상업적 사법행위’라는 한정된 영역에서나마 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행 상의 기여가 일정 정도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가에 의한 ‘사법상의 상업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실행을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전제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그러한 전제로부터 ‘사법상의 상업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가 행위 194  중에서 추가적으로 주권면제를 부인하고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이 확립될 만한 공간이 존재하는지도 아울러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현대 국제법의 장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경우를 주권면제이론 상 본래적 의미의 ‘주권적 공권행위’에 포섭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195 

  현대 국제법 단계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모색되기 시작하였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의 실행이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상업적 사법행위’에 있어서는 

외국을 상대로 하는 국내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은 상당수의 국가 공동체에 

                                                                                                                
p. 412 참조. Sutherland는 이 부분에서 ‘주권적 공법행위’와 ‘상업적 사법행위’의 구분 자체가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뒤이어 이러한 구분이 주권면제 사안의 해결에 

유의미한 지표가 되지 못하였다는 Hersch Lauterpacht 경의 지적을 첨가함으로써 공사법적 

구분의 폐지까지 시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논지 전개이다.    

194 이러한 행위는 이분법적으로 ‘주권적 공법행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는 현대 국제법 상 국가 행위에 대하여 공사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존 실행이 현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이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195 예를 들어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 308에서 제기되는 제3의 행위 유형론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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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일단은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196  물론, 주권면제 부인의 외연이 

‘주권적 공법행위’까지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약 상의 정리 시도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인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와 유럽국가면제조약 제11조에서는 

작위나 부작위의 발생지, 행위자의 소재 등의 공간적 요건을 제외하고는 

‘공법상의 주권행위’와 ‘사법상의 상업행위’의 구분 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국내 입법 차원에서도 주권면제 부인 범위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 재정립 

시도197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이전 시기로의 회귀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보루로서의 실익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198  

다만, 주권면제이론과 그 적용의 문제에서 관련 선례를 원용한 결과, 

주권면제 항변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면제 실행이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199  이러한 선례는 판결 당시의 

                                          
196 Jürgen Bröhmer, supra note 189, pp. 20, 105 참조. Bröhmer는 장차 주권면제 실행과 

관련하여 독일이 비준한 유럽국가면제조약(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의 

열거적 규정(제15조 참조)과 주권적 공법행위에 대한 규정 방식(제27조 참조)에 연동되도록 

공사법적 구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7  단, 유럽국가면제조약의 경우 제24조(선택조항)와 제27조(일반조항)에서 각각 ‘공법상의 

주권행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State Immunity Act (1978)에서는 Section 

5에서 작위나 부작위의 발생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공사법적 구분을 폐지하고 있다. 

주석에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설사 주권적 행위라 하더라도 제소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ndrew Dickinson, Rae Lindsay and James P. Loonam, State 

Immunity: Selected Material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367-

369 참조.  

198 Hazel Fox CMG QC and Philippa Webb, supra note 159, p. 151; Gordon A. Christenson, 

supra note 100, p. 614 참조.  

199 따라서, supra note 17, paras. 54-58에서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주권면제이론이 관습국제

법임을 규명하는 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통상의 주권적 공법행위, 상업적 사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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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맥락 하에서 주권면제와 관련되는 실행을 평가한 특정 시점의 다수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특정한 실행 속의 

주권면제’는 원칙적으로는 관습국제법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주권면제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상당한 빈도와 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세부적 범위에서 관습국제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관습국제법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인 재판준칙으로서 200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원인데 반하여, 국내외의 제반 판례는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의 위상을 

가진다.201 따라서, 판시 사실이 곧바로 관습국제법의 요소인 일반 관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습국제법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일관된 관행의 

존재를 증거하는 보조 자료가 된다고 정리되어야 한다.  

물론, 국제법의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수요가 항시 

존재하는 관계로 유용한 선례인 국내외 판례가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02  그렇지만 판례는 

본질적으로 사안의 특수성을 내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특정 상황 하에서의 

산물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례 구속성(stare 

decisis)이 부인된다는 점은 법칙 발견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판례의 기능과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강행규범 위반과 기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은 불법성의 

경중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들 행위를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면제 실행을 각각 

논한다면 모르지만,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주권면제가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

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200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b. 

20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d. 

202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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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대하여 한계를 구성하게 된다.203 결국, 국내외의 법원에서 국제법적 

근거를 토대로 일정한 형태의 주권면제 실행이 관습국제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지 않는 한, 그와 다른 사안에서 주권면제의 인용 문제가 동일하게 

관습국제법적 성질을 지닌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관습국제법은 개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는 법원으로서, 개개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닌다. 204  그러므로 객관적 요건인 일반 관행과 배치되는 일련의 

국지적, 미시적 실행이 축적된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기존 관습국제법의 

성립을 저지하는 일정한 예외군(群)이 확립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205  

결국, 주권면제의 예외 획정의 문제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의지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이는 국내외 선례 중에서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 행위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야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다. 즉, ‘상업적 사법행위’라는 척도에만 

구애될 문제는 아니며,206 오히려 개별적 상황에서의 주권면제의 인정 여부를 

유형 별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주권면제의 적용 또는 부인에 일정한 흐름이 

존재하는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국제법상 주권면제와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나 강행규범 간의 

이익 형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각각의 적용 국면이 상이함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익 형량을 배제 207 하는 실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실체적 사안에 

대한 공백을 야기하게 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상보적으로 기능하는 것인데, 

                                          
203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59조 참조.  

204  Hugh Thirlway,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 Evans, Malcolm D. (Ed.), 

International Law,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06.  

205 Ibid. 

206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 유럽국가면제조약 제11조, 그리고 supra note 197의 내용 참조. 

207 Supra note 17, paras. 58,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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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상의 충돌 여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 쪽이 오히려 작위적 이론 

구성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208 오히려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의 발생 

시에는 통상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방식 209 을 취할 

실익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그와 더불어 대안적인 구제 수단은 없었는지 

검토하는 등, 귀납적 해석까지 망라하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210  

 

제2절 전후 국제법 질서의 변화 

 

제한적 주권면제에 기반한 작용을 절차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행위의 

종래의 이분법이 적용되더라도 통상의 ‘상업적 사법행위’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주권과 내정불간섭에 대한 개별 국가의 

지향 211 은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UN이 출범하고 현대 

국제법의 규범적 효력과 보편성이 확산되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러하다. 

제한적 주권면제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도 기존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으로의 

회귀적 경향이 드러나는 등, 주권적 속성의 불가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저항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212  실제로 주권면제의 입법적, 해석적 통제 수단이 결여된 

                                          
208 Ibid. para. 95. 

209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 306, 308 참조.  

210  Ibid. 하지만 ICJ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법정의견은 실체법적 문제와 절차법적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분법에만 머물렀던 관계로, 대안의 모색 단계까지는 애초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211 Supra note 188 참조. 

212 최태현, “UN국가면제협약의 채택과 가입의 필요성,”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5권 제4호 

(2008), p. 157; Michael E. Jansen, supra note 164,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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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오히려 절대적 주권면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존재하게 될 것이다.213  

원래 서구의 군주 및 민간 지도자들이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의 

양대 지배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온전한 의미의 주권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근대 국제법이 시작되었다. 214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공동체에 위임하는 대신 공동체로부터의 

보호를 약속 받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215 오로지 국가 만이 근대 

국제법상 전속적 주체로서 등장, 확립되었던 이면에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공간적 제약도 원인이었겠지만, 사회 계약에 의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연인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는 소속 국가의 국내 문제로만 치부되었으며 근대 국제법 체계 상으로는 

핵심 논제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16  따라서,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각국 관할권 내의 전속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개인의 

                                          
213 David Gaukrodger, supra note 158, pp. 6-8, 11-12 참조. ‘사법상의 상업행위’의 해석, 

운용에 있어서조차 주권 국가에 의한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절대적 주권면제 체제로의 

회귀와 마찬가지이다.  

214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11. 

215  고봉진, “사회계약의 역사적 의의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 정책, 

제20집 제1호 (2014), p. 65 참조. 국민과 국가의 ‘사회계약론’적 구도가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를 포섭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권의 종국적 귀속 주체로서의 국민 개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구도를 참조한다.  

216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The Access of Individuals to Interna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2-3. Cançado Trindade는 국제법 초창기의 직간접적인 

‘선구자’들이 국제법의 무대에 있어서 개인과 인류(인민)의 위상 문제를 고민한 바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헤겔 법철학이 국가의 의인화(personification) 추세를 촉진하면서, 

근대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었다고 평가한다. 결국, Cançado Trindade는 이러한 

흐름이 절대적 국가 통제와 대척 지점에 위치하는 인간 해방과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확립에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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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주권면제는 그러한 추세의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은 

외국, 외국인과의 여하간의 법률 관계에서도 군주나 국가가 관련 외국의 

재판관할권 아래 복속하는 상황을 방지함이 과제였다. 그러한 속성을 

감안한다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보급되었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안이 

국가 체면과 위신에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법상의 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였다. 217  따라서, 국제법상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을 통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의 비중이 

미약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위와 같은 이론, 실행 상의 변화는 실효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결국,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역시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가 개입되는 

사례에 있어서 면제의 적용을 이유로 ‘사법에의 접근’을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18  즉, 관습국제법적 제도로서의 주권면제, 219 특히 제한적 

주권면제 제도의 유래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성과마저 위협받을 

정도의 근본적 약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외국이 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220 ‘상업적 사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을 

상대로 한 개인의 재판청구권은 봉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 내재된 흠이나 입증의 부족 등, 스스로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217 Supra note 179 참조. 

218  이미 구식인 국가행위의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제한적 주권면제의 틀 

로도 개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실효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306, 308 참조.  

219 Sévrine Knuchel, “State Immunity and the Promise of Jus Cogens,”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 9, No. 2 (2011), p. 150; 오승진, “국제법상 국가 

면제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안암법학, Vol. – No. 28 (2009), p. 462; Supra note 17, para. 

54 참조. 

220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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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사정이 개입되어 권리구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주권 국가라는 우연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 되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주권면제는 주권 국가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현대의 국제 

사회에 있어서 주권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는 하다.221 하지만 개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통한 ‘사법에의 

접근’이 문제되는 경우에 타국 재판관할권에의 복속 거부를 이유로 하는 

주권면제 항변의 형태와 관련한 대안 모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실체적 권리 실현이 재판상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불가피한 반사적 효과로만 치부하게 된다면, 이는 분쟁의 정의로운 해결을 

주문222하고 있는 UN의 정신,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천명한 

규약223 등의 흐름에 비추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주권면제이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에 있어서는 답보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으나 현대 국제법의 기타 분야에서는 이전과 구별되는 

분야별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Ⅰ. 인권의 발달 

 

현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 국가나 국제기구 이외의 행위자들이 국제법의 

형성에 경합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한 흐름이다. 현대 국제법의 

다변화된 발전 양상은 국가 또는 주권자로서의 군주 이외의 주체를 예정하지 

않았던 근대 국제법의 척도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 

                                          
221 Supra note 17, para. 57 참조. 

222 UN 헌장 제2조 제3항  

22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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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이르기까지 누적되면서 동시에 형성되는 새로운 관행들을 통하여 

고전적인 국제법 규범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용함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국제법의 발전 추세에 의할 때, 강행규범, 개인의 

권리와 대비시켜 본다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행위의 본령은 ‘주권적 공법행위’에 있다는 고전적 

이론도 행위의 구분 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224 그리고 주권면제의 원칙과 예외의 범주, 그리고 규정 방식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닌 절차적, 부수적 

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25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의 문제는 주권면제의 존재를 

이유로 종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개인 권리의 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 모색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인권법의 보급과 

일련의 인권보장체계의 확립에 따라 외국을 상대로 하는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여지가 일부 지역적 기구나 국제 법원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226 

결국, 개인이 외국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재판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습국제법의 발달, 변화에 따라 정의와 구성, 혹은 대안의 마련에 

있어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227   

                                          
224 Supra note 193에서의 Sutherland의 논의의 해설 참조. 

225 최태현, supra note 212의 논문, p. 158 참조. 참고로 최태현은 UN 주권면제협약에서 포괄

적 인권 위반이나 강행규범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유는 이러한 개념이 현재진행

형의 생성 과정에 있는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26  대표적으로 유럽 대륙에서는 1952년에 설립된 EU 법제 하의 최고 법원인 European 

Court of Justice, 1959년에 설립된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있으며, 중남미 대륙

에서는 1979년에 설립된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그리고 20세기 초에 1991

년에 이르러 다시 출범한 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 등이 있다.  

227 UN 주권면제협약의 전문에서 “Affirming that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tinue to govern matters not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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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포함하는 국가 이외의 실체는 근대 국제법에서는 당해 규범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외교적 합의 또는 관습국제법의 효과를 

일방적,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연법 사상의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인권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국제법에서 상정하는 

개인은 국가 간 합의나 누적된 관행의 효과를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신민(subject)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국가 주권의 종국적 귀속 

주체로서 국제법의 형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된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228에 의한 능동적 작용의 결과물까지를 아우르는 국제법의 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원래 서구에서는 근대적 인권의 가치를 1-2세기 앞서서 발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회계약적 관계가 국내법 체계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운용된다는 사실과 국제법 차원에서 인권이 보편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의 교차 지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양자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 국제법의 발달 정도를 보면, 최근까지도 

개인은 국제법상 형사 책임의 추궁 과정에서 수동적 대상으로 등장하는 

정도였으며, 규범의 정립이나 형성 과정에 있어 능동적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229  특히, 관련된 시기는 제3세계가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라고 천명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후술하겠지만 이 대목의 존재하기 때문

에 현재까지의 법전화 작업이 총망라된 성격을 지닌다고 단정함은 성급한 것이다. 

228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련의 전범 처리 과정,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있어서 이전 시기

와는 달리 패전국의 각급 지도자들이 수동적 소추와 단죄 대상인 개인으로서 국제법의 심판

대에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을 현대 국제법상의 새로운 

주체로 거론하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주권면제를 부인하게 될 

정도의 강행규범 및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있어서 개인의 본질적 권리와 이를 위한 재판청

구권이 거론됨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229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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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과 맞물렸던 관계로, 정작 이 지역의 개인(민중)의 지위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아래 식민 본국의 법체계로의 예속과 국제법 질서로부터의 

소외가 극대화되기도 하였다.230       

하지만 개인이 국내법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권면제 

제도에 직면하는 경우에 이를 순수 국내적 사안으로만 국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권면제의 존재로 인한 위험부담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개인이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는 所與(Gegeben)일 수 없다는 

사실은 주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 현지에서의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개인이 

소속 공동체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외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선택지이다. 이러한 개인의 시도를 주권면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제 관계에서의 파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성공 

확률이 낮은 시도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법규범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현대 국제법의 발전은 인권의 실효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나가는 

보편주의로의 재편 과정이며, 231  그러한 발달의 여파가 피해자 개인을 

고무함으로써 재판상 주권면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상대로 자국 및 

제3국의 법원에 제소하도록 촉진하여 왔다고 정리된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형식적 ‘법의 지배’만으로는 온전한 법치가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해결이 요청된다. 따라서,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여지를 확장할 수 있는 국제법 상의 보호나 일정한 유형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230 B.S. Chimni,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national Law: A Critical Third 

World Approach,”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 (2007), p. 501 참조. 

231 Ibid., p. 502. 



75 

 

Ⅱ. 강행규범의 확립 

 

전후의 국제법은 종전의 수평적인 규범 체계를 탈피하여 규범에 있어서의 

수직적 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절대규범(peremptory norm), 

즉, 강행규범이 확립되었는데,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하위의 조약과 

관습국제법을 공히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야기함은 주지한 바와 같다.232 앞서 

언급한 강행규범으로 거론되었던 유형 233 과 미국의 Restatement(Third) § 

702 이하234에서 거론되는 인권존중 의무가 구체화된 관습국제법의 내용들 

간에는 상당한 부분이 중첩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인권 침해의 유형은 최소한 강행규범으로의 발전 도상에 있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수직적 

체계의 상위에 위치할 경우에 재판상 어떠한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지는 

향후에도 변화의 여지가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일단, 국내법원에서 재판상 주권면제가 제기되었던 경우에 원인행위가 

강행규범에 저촉되어 이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항변은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은 

                                          
23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 제64조. 

233 Supra note 114 참조. 

234 Restatement(Third)에서는 인권존중의무를 구체화한 §702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에서 관습국제법으로써 존중되어야 하는 인권과 관련하여 이를 침해하는 6

가지의 정황을 규정하는데, 다음과 같다.: (a) genocide, (b) slavery or slave trade, (c) the 

murder or causing the disappearance of individuals, (d) torture or other cruel,  (e) 

prolonged arbitrary detention, (f) systematic racial discrimination, or (g)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이들을 보면, 이미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되거나 그에 필적하는 심각성을 내포하는 양태를 드러내며, 이미 통상의 

불법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Daniel T. Murphy, “The 

Restatement(Third)’s Human Rights Provisions: Nothing New, But Very Welcome,” 24Int’l 

L 917 (1990), pp. 917-9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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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35  그리고 2006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236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에서 르완다가 자행한 제노사이드 범죄와 관련하여 비엔나 협약 제66조 

(a) 237 의 해석상 분쟁 당사국의 동의(consent)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행규범에 관련되는 분쟁 해결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발생한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장238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바 있다. 즉, 동 

재판소는 대세적이거나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권리, 의무가 분쟁에서 

문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동 재판소 관할권이 항상 당사국의 동의에 

근거한다는 원칙의 예외가 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면서, 본 사안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던 것이다.239  

  하지만, 적어도 강행규범이라는 상위 규범에 관련된 조약에 대해서 특별 

                                          
235 Supra note 17, paras. 93, 95-97. 

236 이 사건에서 ICJ가 채택한 사건명과 관련하여 국가 명칭이 부정확,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

적해 둘 필요가 있다. 위에서처럼 The Congo라고 칭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는 사건발생지 

콩고민주공화국(DRC)가 아니라 Brazzaville을 수도로 하는 인접국 콩고 공화국(구 프랑스 식

민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7 (a) 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 당사국은 제 당사국이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서면신청으로써 부탁할 수 있다.  

238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New Application: 

200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Judgment of 3 February 2006, paras. 120, 121 참조.  

239 Ibid., paras. 125, 128. 이에 대하여 강행규범 위반 자체가 본 사안에서의 관할권을 부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있어서의 피해국이자 르완다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을 주창한 바 있었던 르완다가 정작 자국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국제사

법재판소의 조사, 검토에 관한 관할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관할권

을 성립시켰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Dissenting Opinion of 

Judge Koroma, paras. 22, 29 참조.  



77 

 

심사 가능성을 예정하는 비엔나 협약 제66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설사 

제노사이드에 대하여 일방적인 제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의 성립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관할권 

존재 여부의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 의견에 찬동하였던 5인 재판관이 공동의 

별개의견을 통하여, “21세기의 서두에 국가 범죄인 제노사이드에 근거한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에 대한 동의 권한이 오로지 

국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은 대단히 우려된다는 점, 국가가 연루 의혹을 받는 

제노사이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국제적 사법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지위를 향유한다는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위와 같이 관할권을 부인하였으나 

정작 제노사이드를 자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세계를 확신시키는데 

있어 거의 실패한 점”240을 지적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별개의견은 제노사이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이 

장래 일방적 제소로 성립될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즉각적으로는 상기 관할권을 

발동시킬 수는 없지만,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과 5인의 공동별개의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강행규범 위반 시에 콩고민주공화국이 시도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직접 제소는 향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안의 공동별개의견은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관할권을 저지하는 실행에 

대해서도 유용한 비판 논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41   

또, 강행규범의 등장으로 인한 수직적 규범 체계는 각종 면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촉발하게 되었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Samantar 사건’에서 

2012년에 이르러 U.S. Court of Appeals는 소말리아 전직 수상에 대한 적용 

                                          
240 Ibid.,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s Higgins, Kooijmans, Elaraby, Owada and Simma,  

para. 25. 

241 Ibid. 유추하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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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문제되었던 면제를 ‘행위에 근거한 면제(conduct-based immunity; 

immunity ratione materiae)’로 전제한 후에 논의를 전개한 바 있었다.242 이 

면제는 명칭에서 보이듯이 당해 고위 관리의 공무상 직무수행 기능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주권, 외국의 국가원수 그리고 외교관의 지위에 근거한 

면제와는 다르게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체법적 항변(affirmative 

substantive defens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243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적어도 미국 국내 법원에서는 강행규범 

위반 사안에 있어서 ‘행위에 근거한 면제’를 이유로 하여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으며, 당해 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실체법상 

다투어지고 인용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244  ‘Samantar 사건’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전직 수상의 면제가 부인되었으며, 그것이 실체법적 

성격 역시 내포하는 관계로 강행규범과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시는 고려의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특히, 기타의 면제에 관하여 절차법과 

실체법의 이분법적 구분이 지양되는 수준으로 논의가 발전된다면, ‘행위에 

근거한 면제’의 논리 전개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45  

  위와 같은 재판상, 이론상의 대안 모색도 존재하는 반면에 개별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주권면제 실행의 예측가능성 확보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만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격인바, 이를 

                                          
242 Supra note 120의 첫째 판례, pp. 8, 15-17 참조. 

243  Anthony J. Colangelo, “Jurisdiction, Immunity, Legality, and Jus Cogen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 No. 1 (2013), p. 76 참조. 

244 Ibid. 

245 Ibid., pp. 74-76 참조. 그리고 Colangelo는 pp. 77-80에서 ‘행위에 근거한 면제’의 논리 

전개를 통하여 면제의 기존의 규범간 서열에 기한 논의나 ‘묵시적 포기 이론’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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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의 외부에 방치할 수는 없다. 246  더구나 이러한 귀결이 형식적 

차원에서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법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잠재적 분쟁의 원인(遠因)을 남기게 되는바, 현대 국제법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문제이다. 247  강행규범의 등장은 국제법 규범들 사이에도 수직적 

서열 관계(vertical hierarchy)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20세기 후반에는 

국제법과 책임 요건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완전성, 불가침성의 영향이 뿌리 깊게 잔존하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통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제는 지양(Aufhebung)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주권면제에 대한 국가의 지향은 국제법의 운용이 여전히 주권 국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국제법은 

강행규범 이외에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증가, 다국적기업이나 

NGO 등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249 와 같은 제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후의 국제법 발전이 그 태동기의 실행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주권면제의 이론과 실행 역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Ⅲ. 정리 

 

국민 개개인에게 외국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각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는 국가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에 외국에 대하여 실효적 구제절차의 

                                          
246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34. 

247 Ibid. 

248 Hazel Fox CMG QC and Philippa Webb, supra note 159, p. 38. 

249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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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촉구하거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250 만일에 그러한 시스템 운용이 적절하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사법에의 접근’ 단계가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보호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한, 

통상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대립적인 구도가 

표면화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국민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통상적 

범주 내에서 실효적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존 제도를 우회하면서까지 

외국을 상대로 주권면제 성립 여부부터 다툰다는 것은 실익도 크지 않거니와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251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은 외국 현지에서의 모든 절차를 다하였음에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을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며, 252  이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원칙이기도 하다.253  

  그런데, 전쟁, 내란, 식민지배, 고문, 그 외의 박해 등으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종전의 유대에 의지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 행위는 현대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 254 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이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국가책임의 성립 이후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의 국가와 피해자 개인 사이에는 배상의 방식과 이행 수준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255 일례로 당해 개인이 국내적 구제수단을 

                                          
250 James Crawford, supra note 103, p. 580. 

251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7;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p. 449-450. 

252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PCIJ Ser. A No.2 (1924), p. 12. 

253 Elettronica Sicula S.P.A. (ELSI), Judgment, I.C.J. Reports 1989, p. 15, paras. 46, 50-51. 

254 Supra note 234 참조. 

255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2부 제2장의 ‘피해에 대한 배상 부

분(제34조~제39조)’을 보면, 제34조에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injury)에 대한 완전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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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통상 본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체의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 

역시 재량에 따르게 되므로 그 자체가 효과적 구제 수단으로 파악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현실이다.256   

   결국, 상기 과정을 통하여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개인에게는 

국내 사법부에서의 제소 가능성이 남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주권면제라는 

법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재판부가 제한적 주권면제에 입각한 실행에 

구애된다면 외국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본안에 이르기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 일종의 ‘책임 공백 지대(accountability 

vacuum)’257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마치 실체법적 문제만 미해결인 채로 방치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에 더하여 주권면제 제도의 운용상의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차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국이나 가해자의 불처벌이라는 결과를 

                                                                                                                
상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의 하나 또는 복합적 형태를 취한다’고 명

시하는데, 배상 이행의 방식과 정도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배상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제49조 이하의 대응조치(countermeasures) 규정에 의율할 지 여부도 국가의 재

량에 일임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한 간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56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9. 
257  Cedric Ryngaert, “[case note] Jones v. United Kingd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tricts Individual Accountablility for Torture,” Utrech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Vol. 30(79) (2014), p. 49 참조. 만일, 주권면제의 국제법적 

의의가 절차법적인 측면에 국한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구제 가능성의 차단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법적 불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로 인하여 사법적 구제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발생하여도 사실적,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평가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의 ‘법적 구제의 공백 

지대’는 법적, 사실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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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한다는 점에서 각종 면제 제도는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사면, 

시효,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며,258 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 책임 자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확인은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사법에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개인은 법적 지위의 불안정에 더하여 

자의적 불평등까지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주권면제이론의 변천 과정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주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상업적 사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논의됨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옛 종주국이나 식민 당국에 국내적 구제 

절차가 구비되었다고 하여도 가해자, 피해자 간의 인식의 괴리로 인하여 

실효적 구제가 가능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서의 피해자 

개인에게는 자연히 외국을 상대로 하는 국내 법원에서의 ‘사법에의 접근’이 

최후 수단의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다.  

‘사법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는 불안정한데, 이는 

주권면제의 제한 문제에 있어서 범주의 불명확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259  주권면제와 관련된 UN의 법전화(codification) 

작업 역시 주권면제 문제에 있어서 ‘사법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개인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법전화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들의 시점에서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풀이되며,260 ‘사법에의 접근’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국가 입장에서의 

                                          
258  Marko Divac Öberg, “The absorption of grave breaches into war crimes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91, Number 873 (2009), p. 178.  

259 최태현, supra note 212의 논문, p. 158. 

260 ‘UN 주권면제협약’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10조(상업적 거래)에서부터 제17조(중재합의의 

효과)까지를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소송 유형으로서 폐쇄적으로 열기하고 있다. 물론, 각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의 여지가 확장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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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현행 주권면제이론의 수준에서 실행의 변화를 

일단락 지으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부담 일체가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도 현대 국제법이 예정하는 바는 아님은 주지되어야 

한다. 261  만일에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주권면제가 

인권과 권리 회복에 연계된 재판청구권에 있어서 본안 전의 척도가 된다면, 

이는 ‘법의 지배’를 지나치게 형식적 의미에서 관철하려는 자세이다.   

  이렇듯, 현대 국제법에서의 국제인권법의 발전 양상 속에서, 근대 국제법 

상의 주권의 대외적인 완전성(integrity)을 기본적으로 유지, 계승하려는 

입장은 그 지향점에서부터 방향을 달리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괴리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더라도262  법적 공백은 고착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에 의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외국의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절차를 

경유하고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가능성까지 소진된 피해자에게 전형적으로 

부합되는 양상이며, 이 공백은 주권면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부터도 그 배경과 취지에 있어 기존 이론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263  

 국제인권법의 수범자인 개인에게 주권면제 제도는 재판관할권을 제약하는 

강고한 장벽이며, 그로 인한 일방적 위험부담의 합리적 재분배는 현대 

                                                                                                                
조문의 열기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소송 방식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41조 제1항, 제2항. 

262  최태현, supra note 212의 논문, p. 157. 최태현은 이 부분에서 2004년에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이하, UN주권면제협약)’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절대적 

주권면제를 채택하는 국가 관행도 존속하였던바, 이를 채택하여 재판권을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논하고 있다.   

263 Hazel Fox CMG QC and Philippa Webb, supra note 159, p. 38; Alain Pellet, supra note 

159,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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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해결과제이다. 이는 인권의 완전성과 권리의 보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미해결의 공백이 장래 법적,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사법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하여 어떤 절차상 사유나 濫訴의 우려를 이유로 

제약을 가한다면 이는 형식주의에 경도된 접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안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264  

 

제3절 UN 주권면제협약 상의 논점  

 

Ⅰ. 의의 

 

2004년 12월에 UN 총회에서는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이하, UN 주권면제협약)’ 265 가 총회 결의로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법위원회(ILC)가 주권면제 문제의 검토를 시작한지 약 4 반세기 만에 

이를 조약의 형태로 체계화하는데 성공한 결과물이다. 266  하지만 대다수의 

UN 회원국들로부터는 UN주권면제협약에 대한 지지와 호응은 유의미한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여서 채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UN 주권면제협약은 발효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267  

                                          
26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41조 제2항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제40조 상의 의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한다거나 당해 상황의 유지를 원조하거나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5 2004년 12월 2일 UN 총회 채택 (A/RES/59/38). 앞서 언급하였듯이 UN 주권면제협약에

서는 ‘Sovereign Immunity’ 대신에 ‘State Immunity’를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266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9. 

267 2017년 5월 현재, UN 주권면제협약의 서명국은 28개국, 그리고 비준 등의 절차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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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UN 주권면제협약에서는 “관계국들에 대해 이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타국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국가 또는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68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약의 소급효 제한에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동 

협약이 발효하여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선례가 탄생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의 국제법 질서 속에서 주권면제 제도에 관한 

consensus의 도출, 그리고 이에 대한 “범세계적 적용을 목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국제문서” 269 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이 UN 주권면제협약이 지니는 

의의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비록 발효 이전의 상태라 하더라도 

동 협약 상의 내용이 연성법(soft law)적 관행으로 반복되거나 주요 국가들에 

의하여 수용되어 나간다면, 이는 재차 새로운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개별적인 주권면제의 예외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사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UN 주권면제협약이 관련 관습국제법의 

발전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핵심적 조문인 UN 주권면제협약 

                                                                                                                
한 국가는 21개국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II-

13&chapter=3&lang=en> (last visited on 31 May, 2017). 참고로 본 조약의 발효 시점은 동 

협약 제30조 제1항에서 “UN 사무총장에게 3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가 기

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68 UN 주권면제협약 제4조. 다만, 이 조문 단서는 “이 협약에 규정된 규칙으로서 이 협약과 

관계없이 국제법상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적용되는 어떠한 규칙의 적용도 방해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비록 발효 전이라 하더라도 협약 상 규칙이 관습국제법적 단계까

지 발전하였거나 관련 국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69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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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권면제)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70  나아가 동 

협약 제5조의 취지를 전문의 내용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우에, 기존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의 해석적 틀에 수정을 가하거나 이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지양, 

극복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1. 전문  

 

UN 주권면제협약의 전문은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가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의 원칙으로 수락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협약의 제정 

취지가 “국가와 자연인 또는 법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와 법적 

확실성을 고양시키며, 국제법의 법전화와 발전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실행의 조화에 기여” 하기 위한 것임을 아울러 천명한다. 또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가 실행의 발전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규정들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들은 통상의 관습국제법의 규칙들이 

계속 적용될 것”임을 부가하고 있다.  

이 전문은 관습국제법에 연원을 둔 UN 주권면제협약이 제정된 경위와 

향후에 기대되는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이 주권면제이론의 

분야에 있어서 장기간 축적되어 온 각국의 실행 중에서 명문으로 규정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합의가 반영된 산물임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각국의 

주권면제 실행의 장래적 발전 역시 신축성 있게 고려하면서, 본 협약에서 

                                          
270 Christian Tomuschat, “The International Law of State Immunity and Its Development 

by National Institutions,” Vanderbilt Journal of Transitional Law, Vol. 44 (2011), pp. 

1118-1119 참조. 여기에서 Tomuschat는 여러 문헌을 원용하며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반영

된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 “UN 주권면제협약의 조문들은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일반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논한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부합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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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일반 관습국제법의 발전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UN 주권면제협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일종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전문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UN 주권면제협약 본문의 조문 파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완결성에 대하여 과도한 확신을 가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 협약이 2004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국제법의 

법전화 작업의 중요한 산물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발효 

이전’의 상태도 현재까지 13년 동안이나 지속된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UN 

주권면제협약을 제정 당시 유력하였던 지표로서 해석, 활용된다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즉, 2017년의 시점에서의 관습국제법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실익도 크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협약 발효 이후에 있어서도 UN 주권면제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첫째, 합리적 조문 해석에 입각할 것이며, 둘째,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전문에서 예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해 조약 외부의 관습국제법과의 상호 

작용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요컨대, UN 주권면제협약의 의의를 표상하는 전문의 내용을 두고 그 채택 

배경이나 정신을 단순히 기술한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평가절하하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전문은 이 협약을 법적 현실과 유리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당위적 방향성을 가지고 통합하는 가치와 지침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71 그리고 본 협약이 포함된 2004년 UN 총회 결의272의 구성과 

배치 구조만 살펴보더라도, 전문은 본문의 각 조문들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전문에 규범적 시사점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응당 본문에 열거된 조문 해석과 적용 시에 참조되고 반영되어야 

                                          
271 허영, supra note 162의 책, p. 144 참조. 

272 Supra note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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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나열된 특정 조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전문의 근본 

취지마저 배척할 일은 아닌 것이다.273 

 

2. 협약 상 주권면제의 주된 논점 

 

UN 주권면제협약의 제2부 일반원칙을 살펴보면, ‘State Immunity’라는 

제목 아래 제5조는 “국가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자신과 그 재산에 

관하여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제5조는 문언 자체만 보더라도 여하간의 조건이나 단서의 개입 

여지도 허용되지 아니함을 드러낸다. 274  즉, 제5조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협약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주권면제의 일반적 예외 사유, 그리고 제3부, 

제4부에 열거된 각종 실체법적, 절차법적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향후의 

어떠한 새로운 예외도 UN 주권면제협약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일응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후속하는 UN 주권면제협약 제6조와의 관련 속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협약은 “국가는 자국 법원에서의 타국을 상대로 한 재판 

관할권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제5조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국 법원이 이 주권면제를 자발적으로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275 고 

                                          
273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53. 이 부분에서 水島는 ‘기타의 청구처리절차의 부존재’를 

논하는 파트에서 UN 주권면제협약의 전문을 언급하면서도, 협약 제5조가 존재하는 이상 당사

국 사이에서는 여하간의 관습국제법의 적용여지도 남겨져 있지 아니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전개는 형식 논리에 경도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발효 이전의 단계임을 감안한다

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협약의 본문이 전문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도 의문시된다.   

274 Ibid. 

275 UN주권면제협약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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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당사국이 부담하는 타국 주권면제의 존중 의무와 그 주체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UN 주권면제협약이 향후 발효하게 되면, 그 이후 시점에서는 적어도 

협약 당사국들 간에는 새롭게 전개된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주권면제의 

예외를 주장함에는 법률상, 사실상 상당한 난점이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276 

UN이 주도한 법전화 작업이 국제법의 주요 법원인 관습국제법의 모호성을 

지양하기 위한 내용의 문서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일견 

현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 시점의 국제 사회에서는 주권면제이론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법전화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취지와 핵심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예외적 상황을 세밀하고 엄격하게 정의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하려는 점에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277 이 견해는 언뜻 

보기에 현대 국제법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전화 작업에 있어서는 

consensus가 형성된 부분으로만 한정하고서라도 오차 없는 기계적 정확성을 

가지고 주권면제에 관련된 사항을 폐쇄적, 완결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UN 주권면제협약 제5조에서 드러나는 

간결함은 현 시점의 주권면제이론에 있어서 미처 예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276 UN주권면제협약 제5조의 영문 규정을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된다. 협약 발효 시에 당사

국이 향유하는 주권면제는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이라는 

조건에 따르고 있다. 2004년까지의 국제법의 발전을 반영한 산물일 밖에 없는 UN 주권면제

협약 상의 규정 사항들과 그 포섭 범위를 장래의 발효일 이후에까지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언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다소 일방주의적인 

자세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관습국제법은 그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한도에서는 부단히 변화할 

것임을 상정한다면, UN 주권면제협약과의 사이에 재차 괴리가 야기될 수도 있다. 

277 Christian Tomuschat, supra note 270, p.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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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나 해석 여지가 관습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장래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을 봉쇄하는 효과를 야기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한 관계로 

주권면제 분야에 있어서의 법전화 작업은 이 과정을 주도한 국제법 전문가와 

당사국들의 관습국제법에 대한 양면적인 의중이 내포되어 있을 개연성에도 

주목하여야 한다.278  국가에 내재된 주권의 자기방어적 속성은 관련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권면제의 부인 여지를 

최대한 감소시켜서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견해는 언뜻 보기에는 UN 주권면제협약 제5조와 전체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법전화 작업의 핵심 취지를 평이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79 

즉, 법전화 관련 실행에 있어서는 면제의 외연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골자는 비단 UN 

주권면제협약에만 국한되는 속성은 아니며, 관습국제법의 해석에 따른 

필연적 귀결도 아니다. 결국, 이는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주권면제이론을 각종 

협약이나 국내 입법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언 상의 공통의 경향성이 

드러남을 지적한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며, UN 주권면제협약 제5조와 그 

이하의 조문의 속성과 관련하여 관습국제법이 반영된 것으로 단정할 척도가 

되기는 어렵다.280 다만, 여기에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적절히 

                                          
278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p. 252-253 참조. 이 부분에서 水島는 UN 주권면제협약 제5

조는 새로운 주권면제 예외 사유가 등장하더라도 그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면서 협약의 기초과정에서의 연혁적 변화를 논거로 든다. 즉, 본 협약 제5조에 대응하는 

국제법위원회(ILC)의 1986년 초안 상의 조문에서는 일부 위원의 제안으로 원래 “…… 이 협

약의 규정 및 일반국제법의 관련원칙에 따라 ……”(밑줄은 필자)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각국 정부 간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자 특별보고자의 권고로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어 

협약 제5조로 일단락되었던 사실을 상세히 거론하고 있다.   

279 Christian Tomuschat, supra note 270, p. 1119.  

280 Ibid. 이러한 의미에서 당해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UN 주권면제협약의 조문들이 관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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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결국, 주권면제의 예외사유를 각각 명시한 일련의 조문들이 관습국제법의 

법전화에 해당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UN 주권면제협약 제5조에 관해서는 

적어도 관습국제법을 명문화하였다거나 어떠한 주권면제이론의 산물이라는 

식의 접근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281 오히려 UN 주권면제협약 제5조는 

협약 상 열거된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를 총망라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는 관습국제법의 법전화의 

산물 자체라기보다는 UN 주권면제협약 상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처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당사국 간의 국제 합의로 

해석되어야 한다.282  

정리하자면 UN 주권면제협약은 관련 분야 실행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법적 확실성’283을 확보하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 관계가 우선시되었으며, 

주권면제이론에 관계되는 국가 행위의 이분법적 구분은 부차적 문제에 

불과한 것인바, 굳이 본 협약 조문에 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UN 주권면제협약은 주권면제 분야의 논의의 틀을 

유형별로 예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관습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조약 가입국에게 예측 가능한 척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되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이다.284 더욱이, 본 협약 

                                                                                                                
제법의 반영이라는 점에 일반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서술은 본 협약 제5조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한 명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81 Ibid. 

28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1(a) 참조. 

283 UN주권면제협약 전문. 

284 Christian Tomuschat, supra note 270, p. 1119 참조. 이 부분에서 Tomuschat이 주장하

는 것처럼, UN 주권면제협약은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그저 반영한 것으로만 치부할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새로운 협약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주권면제이론의 불명확성을 극복하려는 시도

로도 해석할 수 있다. UN 주권면제협약의 전문이 ‘주권면제가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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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경우에는 기타의 조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관습국제법의 법전화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UN 주권면제협약의 전문의 내용과 존재는 본 협약 제5조와의 

관계에서 어떠하여야 하는가? 우선, 전문에서 강조된 ‘법의 지배와 법적 

확실성’에서 나온 산물이 바로 동 협약 제5조에서의 서술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은 동시에 “주권면제 분야에서의 실행이 조화되도록 

이바지하고 국가 실행의 발전 상태를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협약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습국제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됨”285을 천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협약 제5조의 강고한 규정과는 

대조되는 개방적 조문 구조가 보인다. 그렇다면, 전문이 UN 주권면제협약의 

해석과 운용에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UN 주권면제협약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권면제 예외 사유의 한정적 허용과 

그 완결성에만 중점을 둔다면, 그러한 노선에 반대하거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의 서명과 가입은 향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286 

                                                                                                                
으로 수락됨을 고려’한 것이 곧바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지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조

문 내용상 관습국제법의 법전화의 산물로 읽히는 대목들이 존재하지만, 협약 제5조의 존재는 

적어도 이와는 궤를 달리하는 흐름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285 Ibid. 

286 Supra note 267 참조. 서명국인 28개국 중에서도 가입 절차까지 완료하여 당사국이 된 국

가가 2017년 5월 현재 21개국에 불과한 것은 UN 주권면제협약이 지향하는 ‘법의 지배와 법

적 확실성’이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조약에의 가입 후에 구속을 

받게 되면, 해석 여하에 따라 뜻하지 않게 면제의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우려하여 많은 국가가 이를 유보하였거나 장기적 검토 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후술하는 ‘전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에서 자국 출신 피해자

들이 독일을 상대로 제소하는 입장에 처하였던 이탈리아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패소 후인 

2013년에 패소 판결 이행의 일환으로 본 협약에 전격 가입하였으나, 곧바로 2014년 이탈리

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이행의 추세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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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쟁범죄를 위시하여 강행규범 위반에 이르는 사례에서 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가해국과 피해국의 관계에 있었는지 또는, 중립적이었거나 

무관하였는지 여부는 본 협약이나 기타 지역적 차원의 주권면제협약에 대한 

가입 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국제 

사회가 UN 주권면제협약을 장기간 미발효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협약 

전문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간과 287 되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즉, 전문의 

취지를 살리는 해석과 운용은 조약 체제 확산을 위해서라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UN 주권면제협약의 특정 내용을 유보 

하는 추가적 의정서(protocol)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도 고려하여 볼 만 

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서는 위의 협약과 마찬가지로 UN 총회 결의 

형식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에 추가적 의정서의 규정 범주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로 한정하고서 최신 관습국제법의 실행에 

따른 새로운 주권면제의 예외를 확보할 여지를 조문 상으로 열어둔다면, UN 

주권면제협약을 수용하게 될 미래의 당사국의 외연을 용이하게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UN 주권면제협약은 현 시점에 있어서도 이미 주권면제이론의 실행 단계를 

표상하는 중요한 국제문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하여 외연의 확장이 모색된다면, 그 자체로도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발달 

단계를 열 수 있을 것이며, 동 협약 전문이 예정하던 관습국제법의 발전과의 

상호 작용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Ⅱ. 인적 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 문제 

 

                                          
287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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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기 UN 주권면제협약의 조문들 중에서 이번 연구의 쟁점인 전쟁범죄 등을 

이유로 한 강행법규의 위배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동 

협약 제12조이다. 제12조 본문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는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개인의 사망, 부상, 또는 유형 재산의 손해,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문제된 소송에 있어서 권한 있는 타국 법원으로부터의 관할권 면제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책임 범위 아래 자행된 여러 태양의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론적으로는 당해 외국이 

주권면제를 엄폐물로 원용하여 회피할 수 없음을 협약상 명시한 것이다. 

문제되는 작위나 부작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공법적이라거나 사법적이어야 

한다는 문언은 이 부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관계로 그 포섭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에게 

귀속되는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인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personal 

injuries and damage to property)’의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행위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부분적 발전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문리 해석상 국가행위를 공법적 주권행위와 

사법적 상업행위로 구분하여 살펴야 할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관계로 

종래의 주권적 공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주권면제를 부인할 수 있는 해석 

여지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문에서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제시하여 오던 이분법적인 종래의 

행위 구분이 삭제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는 외국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인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 문제에 

관하여 관습국제법의 흐름에서는 미처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전인미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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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288  적어도 

상업적 사법행위의 범주를 넘어서 주권적 공법행위의 범주로까지 주권면제의 

부인 여지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은 기존 관습국제법의 축적에 

의거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UN 주권면제협약의 

규정 자체를 통하여 비로소 주권면제의 새로운 예외의 해석 여지가 문서 

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는 UN 법전화 작업 과정의 부분적인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289  

 

                                          
288 Ibid., p. 127에서는 주권면제와 관련된 국내입법을 구비한 국가들을 분석하면서, 비록 수

적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 acta jure 

imperii와 acta jure gestionis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 시에 이러한 구별을 행하

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실행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문언도 이 점

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289 하지만, UN 주권면제협약의 채택 직전의 2004년 10월 25일 UN 총회 제6위원회에 있어

서 미국은 자국의 위원(Mr. Eric Rosand)을 통하여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를 비상업적 불

법행위에 적용할 경우에도 ‘주권적 공법행위(acta jure imperii)’와 ‘상업적 사법행위(acta jure 

gestionis)’의 유서 깊은 구분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UN 주권면제협약은 면제의 예외로 명시한 몇 가지 이외에는 모두 주권면제

가 관철된다고 해석될 정도로 ‘법적 확실성’에 경도된 산물이며, 제한적 주권면제이론보다도 

진일보한 내용의 지평을 보여준다. 협약 제12조 단서를 제외하고는 제한 사유가 드러나지 아

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해석에 이전 시대의 관습국제법적 구분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제한

을 설정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외국 법원에서의 자국의 피소 가능성을 극소화하려는 의도를 

짙게 내포한 것이며, 제6위원회 전체의 법정 의견이라거나 현재의 관습국제법상 타당성이 인

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2004년 10월 25일 UN 총회 제6위원회 제13차 회의 요약기록 (A/C.6/59/SR.13), p. 10 

(para. 63)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C.6/59/SR.13> 

 (last visited on 31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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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다만,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는 그 단서에 자체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동 협약 제12조 본문에서 

금전적 보상(pecuniary compensation)에 관한 소송 분야로 주권면제의 

예외가 특정되어 있는 점 이외에도 협약 제12조 단서는 “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전체적, 부분적으로 그 타국의 영토에서 발생하고, 이의 행위자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할 당시에 그 영토에 소재하고 있었어야 

한다”290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 협약 제12조는 관련 소송이 이루어지는 타국에게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지리적,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국에게 귀속되는 행위를 

지배하는 자 역시 사안의 결정적 시점에는 문제의 타국의 영역 범위 내에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단서의 

존재로 인하여, 동조 본문에서 군더더기 없이 인정되었던 주권면제의 예외의 

범위는 재차 상당 부분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조문의 규정 외에도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 지침, 해석에 의한 제한 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2004년 10월 25일 

UN 총회 제6위원회에서 UN 주권면제협약을 위한 Ad Hoc Committee의 

의장 Gerhard Hafner는 “협약 초안은 군대의 활동(military activities)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 인식이 형성된 상태에서 준비하여 왔음” 291 을 

표명한 바 있었다. 동 협약이 채택되기 직전 시점의 담당 총책임자인 의장의 

발언은 실무상 간과하기 어려운 주요 지침이 되는바, 이는 일단 협약 해석상 

                                          
290 UN 주권면제협약 제6조.. 

291 Supra note 289, p. 6 (par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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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성립되었다.  

이에 더하여, UN 주권면제협약의 본문 조항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연감 

속의 해설서에서도 위의 조문에 대하여 물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위의 해설서에서는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가 무력 분쟁을 포함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기술292하는 것이다. 해설서는 이에 더하여 본 

조문은 법정지국의 영역 내에서 일상적으로(routinely)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제정된 것이라는 점, UN 주권면제협약 상의 

인적, 물적 피해는 이른바 ‘보험으로 전보할 수 있는 위험(insurable risk)’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 부가하고 있다.293    

  국제법위원회의 해설서에 따르면,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충돌의 구체적 

발발이라는 국면’을 동 협약 제12조의 적용 제외의 요건으로 삼게 되면서 

‘군대의 활동(military activities)’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지칭한 Ad Hoc 

Committee 의장 성명에 비하여 조문 해석의 수정 여지는 크지 않다. 하지만,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서의 인적, 물적 피해(각각 injuries/damage)에 

대하여 일상적 범주 내에서의 사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여 논하였다는 점은 

당해 조문의 적용 여지를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모두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해석의 수정 

또는 사실상의 변경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 경향을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수정적 해석이 국내 재판에서의 실무로 수용된다면, 외국 

군대의 활동과 기타 비전형적인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문언 자체에만 의지하여 

주권면제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입지는 재판상 협소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통상의 범주를 훨씬 상회하는 비전형적인 인적, 물적 피해에 

                                          
292 Supra note 24, pp. 45-46 (para. 10).   

293 Ibid. 



98 

 

대해서마저 주권면제 예외로서의 인정 여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바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도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수준에서 주권면제 부인의 여지를 확대시키지 않고서 가능한 

한, 주권면제를 관철시켜 사안을 봉합하려는 실행이 계속됨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294  

결국, 위의 지침을 모두 포괄하여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해석의 

‘공식’을 정리한다면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중에서도 본문과 단서의 제외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군대의 활동 또는 그 개입 강도가 

심화된 충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가 행위,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야기된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 있는 국가 행위”에 대해서만 

주권면제가 부인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따르게 되면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조문에 드러나는 전향적 규정은 국제법위원회가 

내린 주석에 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관습국제법으로 평가되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수준에서 달성한 논의보다도 

법적 효과는 후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축소적 변화는 동 협약 제12조의 

본문, 단서의 요건 이외에 법전화 작업의 권위자의 언급과 해설서에 의한 

                                          
294 참고로 ‘유럽국가면제조약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제31조에서는 UN 

주권면제협약의 경우와는 달리 “한 당사국의 군대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내부에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조약 상의 어떤 규정도 그 당사국이 누리는 면제와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아예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주권면제이론의 전

체적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면제부인의 사유의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한계를 내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약 차원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해설서, 주석서 등을 통한 

규정 외의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개인의 예견 가능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ETS 74 – State Immunity, 16.V.1972)  

<http://www.wipo.int/wipolex/en/other_treaties/text.jsp?file_id=357842> (last visited on 

31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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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상 유보까지 부과하는 격이다. 아무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법원인 협약의 조문에 비하면 참고적 2차 자료인 

해설서를 통하여 이러한 해석 수정을 가하는 것은 대세적인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국제법위원회의 해설서 속에 내포된 UN 주권면제협약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권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295 왜냐하면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에서는 1차적으로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설서는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 

외부적 해석 자료를 통하여 조문의 의미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296 결국,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취지에 맞추어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요 척도는 무엇보다도 협약의 문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의 목적 상 상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및 부속서와 더불어 UN 주권면제협약을 둘러싼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나 

당사국 간에 작성, 수락된 문서 등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서 문의되어야 

한다. 297  국제법위원회의 해설서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서 열거된 문맥의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설서가 시도하는 해석상의 수정 

시도는 조약 해석의 기본적 형태나 방식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298  

                                          
295 Japser Finke, “Sovereign Immunity: Rule, Comity or Something Else?,”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 4 (2011), p. 863 참조. 

296 Ibid. 

29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2항 참조. 참고로 UN 주권면제협약의 부속서에는 

협약 제12조를 보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98 Japser Finke, supra note 295, p. 863 참조. Finke는 만일에 국제법위원회(ILC)의 해설서

가 제31조 제2항에서의 문서에 해당된다면, 비엔나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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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기준만 가지고서는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그리고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차원에서 협약 등의 교섭 기록(preparatory work)을 참조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299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해설서는 UN 주권면제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당사국들의 법적 검토와 

핵심적 해석이 드러나 있는바, 교섭 기록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보충적 성격을 간과한 채로 이 해설서를 포괄적인 해석 

수정의 틀로 전용하여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목적과 범위를 과도하게 

한정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해석은 비엔나 협약의 규정 취지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300  

  이렇듯,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 대한 책임자의 성명 및 해설서이라는 

명목 하에 해석에 대한 개입 시도가 UN 차원에서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럴 

경우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발전적 적용은 상당한 정도로 저해되거나 

아예 껍데기만 잔존하게 될 우려마저 있다.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 문언이 

명시하는 바가 국제법위원회 해설서에 우선한다는 지적은 국제법의 법원과 

그 위상이라는 견지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향후의 

실행에 있어서 강행규범의 위배에 필적하는 외국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의 여지를 유지, 확장시켜주는 유용한 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제4절 소결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간의 문서가 아닌 당해 

위원회의 해설서에 불과하다고 당해 페이지 각주 48에서 강조하고 있다.    

29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 

300 Japser Finke, supra note 295, p.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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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은 기본적으로 관습국제법의 

흐름에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이는 호혜 평등의 국제 관계의 수립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독립 국가의 핵심 요소인 주권의 실행을 국가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물이다. 이렇듯 관습국제법 차원으로 진화한 주권면제이론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2004년 UN 주권면제협약에 대체로 반영됨으로써, 

그에 대한 강화나 발전적 전환의 가능성, 또는 대안적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단순히 관습국제법상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법전화한 것이라는 도식 하에서만 해석하면, UN 주권면제협약 내의 독자적 

발전의 맹아는 간과될 수 밖에 없다. 이 협약 본문에서의 일련의 조항에서는 

관습국제법적 요소를 대체로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적어도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상의 국가행위의 이분법적 구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의 운용에 

있어서의 종래의 구분을 극복, 지양하려는 흔적이 조문 구조 상으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UN 주권면제협약의 전문에서는 국가 실행의 추세를 고려할 것과 

협약의 규율 범위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통상의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향후의 주권면제 사안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관습국제법이 아니라 발효 시점 이후의 UN 주권면제협약이 

주도한다는 입법적 의지 역시 천명되고 있음도 드러난다. 이는 국가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 협약 제12조 등에서 완결적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습국제법 상으로도 제한적 주권면제의 실행은 점차 지양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지난 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UN 

주권면제협약이나 관련 조약, 그리고 각종 국내 입법에서는 주권면제의 

현재적, 구체적 실행에 관련된 고려 사항이 부단히 반영되어 왔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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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국제법으로서의 제한적 주권면제 이론은 면제가 부인되는 상업적 

사법행위 또는 업무관리의 외연과 포섭 문제에만 치우쳐 있으며, 이는 국가 

행위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외국의 중대한 불법행위 

문제에 관하여는 유의미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301  

전후의 국제 질서는 규범 간 병렬적 구조로부터 강행규범으로 대별되는 

수직적 서열 관계(vertical hierarchy)로의 변천을 겪어 왔다고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공고한 주권국가 체제 이면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관철과 피해자 개인의 배상 요구 역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보다 면제 제한의 폭을 보다 확대하려는 

입법 모델도 주창되는 등 변화 가능성이 점차 활성화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302  그럼에도 기존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만 이론, 실무 양면으로 

구애된다면 개별 사안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로 지엽적인 이론에만 천착하는 

격이며 건설적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는 어렵다.  

주권면제를 관철하려는 국가의 속성에서 드러나듯이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법적 제약에 친화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군이나 인권 개념이나 

법률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국가군에서는 타국 재판관할권 내에서의 

피소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오히려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수준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시도할 수도 있다.303  

                                          
301 坂巻静佳 「国際司法裁判所「国家の裁判権免除」事件判決の射程と意義」国際法研究 創

刊第一号 (2013) p. 141.  

302 Hazel Fox CMG QC and Philippa Webb, supra note 159, p. 38; Anthony J. Colangelo, 

supra note 243, p. 90 참조. Colangelo는 주권면제와 강행규범이 대립하는 분야는 부단한 변

화의 흐름(flux)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03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 관련된 국제법위원회(ILC)의 해설서는 인적, 물적인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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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기초 작업으로 돌아가서 주권면제의 주요한 척도인 UN 

주권면제협약과 그에 대한 유권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향하여 각국이 협력하는 것이 수순이며, 관련 당사국들도 주권면제 실행의 

변화에 비탄력적이고 적대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협력은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야 하며, 이를 국제법상 의무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효과적 구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304 이는 주권면제이론의 종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에도 잘 부합되는 서술인데,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이라는 형태 자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 간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점에 비로소 문제되는 권리구제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의 국내법원에서의 소송에 직면할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될수록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그나마 달성한 성과마저도 반감될 

것이며, 주권면제는 현대 국제법 상 통용되는 제도이기보다는 1648년으로의 

회귀를 표상하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305 그러므로, 관습국제법 상 종래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조차도 이제는 연혁적 산물로서 지양되어야 한다. UN 

주권면제협약은 현 시점에서도 해석의 주요한 척도로 기능할 수 있으나, 본 

                                                                                                                
야기된 외국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이상의 사안에 있

어서 재판상 주권면제의 부인 여지를 사실상 형해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supra note 118의 

‘Al-Adsani 사건’에서도 다수의견을 통하여 주권면제를 관철하려던 원심에서의 쿠웨이트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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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aries (2001), p. 114. 

<http://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mmentaries/9_6_2001.pdf>  

(last visited on 31 May, 2017)  
305 사실, ‘협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적 위험관리는 개인이 외국

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비통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기 이전 단계에서 관련 외국이 국

가책임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배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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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포섭 범위의 외부에서도 관습국제법의 발전된 양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제3의 주권면제이론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주요 판례와 실행 속에 종래와 다른 주권면제이론의 

맹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관습국제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 성질상 수학적인 계획성에 근거하여 실행이 반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우연적인 실행 축적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법적 확신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수용되기 이전에는 고립된 상태에서 천천히 발전하고 

있었던 개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306  더구나 판례와 실행의 소수설이 

미래의 주류적 실행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바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논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제4장 인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제1절 전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2012년 2월 3일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의 재판권 면제’에 관하여 최초의 

본안 판단을 내렸다. 307  이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의 

후반기에 독일군 점령 하의 북부 이탈리아에서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전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이 경과한 후에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서 독일을 상대로 하여 일련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306  Lee Walker,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m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General List No 143, 3 February 

2012)”,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2012), p. 257 참조. 

307 Supra note 17,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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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된 사안이다. 308  일반적으로는 독일이 전후 배상에 철두철미하였다고 

인식되고는 있으나,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한 일괄적 타결 방식을 채택하는 한 

전쟁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적 구제의 공백 지대에 위치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이 사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309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탈리아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전시 범죄에 

대하여 첫째, 국제법상 독일이 향유하는 재판권 면제를 부정하고 이탈리아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을 허용하였다는 점, 둘째,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이탈리아 내 독일 국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 조치(constraint)를 취하였던 점, 

셋째, 그리스의 국내 판결에 대하여 이탈리아 영내에서의 집행 허가를 

내렸던 점이 독일이 향유하는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는지를 다투었던 것이다.310 결론부터 살펴 보자면, 위의 논점 

세 가지 모두 국제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독일 측 주장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중의 절대 다수에 의하여 인용되면서 이탈리아는 패소하였다.311  

이 사례는 본래 동일한 추축국 진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후반에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하자 독일이 북부 점령지를 중심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사례인 관계로, 일제 강점기 말기의 태평양전쟁에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이 겪은 수난과도 일정 부분 공통점이 존재한다.312 특히, 

                                          
308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 114. 

309 Markus Rau, “State Liability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The 

Distomo Case befor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erman Law Journal, Vol. 

07, No. 07 (2005). 

310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 114; supra note 17, para. 15. 

311 Supra note 17, para. 139. 위의 첫째 논점에서도 의견이 12:3으로 나누어 짐으로써 법정

의견 측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두 논점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14:1을 

이루게 되었다.  

312  원래 추축국이던 이탈리아와 일본의 식민 지배 하의 한반도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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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이나 오랜 기간 은폐되었던 ‘일본군 성노예’313 문제 등 가혹한 전시 

동원 문제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314 이탈리아에서의 사례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피해자의 독일을 상대로 한 ‘사법에의 접근’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결론이 시사하는 국제법적 논점이 무엇인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Ⅰ. 시대적 배경 

 

1930년대 중반부터 315  나치 독일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던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1940년 6월에 이르러 추축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그리스 등지에서 

군사적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다. 결국, 남부 시칠리아 섬이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고 전선이 본토에까지 밀려오자 1943년 7월 Mussolini 총통이 

                                                                                                                
후기에 나타난 점령 및 강점 상태에서의 희생자 개인의 피해는 상통하는 면이 존재한다고 사

료되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313 주권면제 관련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에서의 Hwang Geum Joo v. 

Japan, 413 F.3d 45 (C.A.D.C., 2005); Hwang Geum Joo v. Japan, 332 F.3d 679 (D.C. Cir. 

2003)를 참조. 뒤의 판례 p. 681에서는 일본의 ‘위안소 운용’이 ‘commercial activity’에 

기인하는 주권면제 예외 사항이라 주장하였지만 인용되지 못하였으며, 재검토가 이루어진 

앞의 판례 역시 기각되었다.     

314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전쟁배상에 있어 조약 당사국 간 해결 방식을 도입한 

것과 대조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직접적 청구권을 예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부터 상기 

‘성노예 피해자’들이 절차적 장벽에 직면하였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Dinah 

Shelton, Remedi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38 참조. 
315 원래 이탈리아 Mussolini 정권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독일과 긴장 관계

를 형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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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하였으며, 동년 9월에 출범한 신정부가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 316 함으로써 이탈리아는 전선에서 조기 이탈하게 되었다. 317  하지만, 

무조건 항복이 곧바로 평화의 회복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1945년 완전한 종전 시까지 북부 이탈리아의 국민은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치 독일은 이탈리아의 동맹 이탈과 연합국 측으로의 선회에 대응하여 

1943년 10월에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로 진주함으로써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나치 독일의 점령 하의 북부 

이탈리아318에서는 민간인 학살, 강제노동에 동원하기 위한 민간인 대량 이송 

등 수많은 전시 가혹행위가 자행되기 시작하였다.319  

특히, 구금, 징발된 인력 중에는 국내외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탈리아 군 

수십 만 명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전쟁 포로(prisoner of 

war)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이탈리아 출신 군사 피억류자(Italian military internee)’라는 애매한 범주로 

분류되면서 독일이나 그 점령지로 강제 이송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이다.320      

한편, 그리스에는 이탈리아 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하였던 독일군이 

현지 유격대의 게릴라전에 대한 보복으로 1944년 6월에 Distomo 마을에서 

                                          
316 Armistice with Italy; September 3, 1943 참조. 

< http://avalon.law.yale.edu/wwii/italy01.asp> 

(last visited on 31 May, 2017) 

317 Supra note 17, para. 21. 

318 연금 상태의 Mussolini를 구출, 북부 점령지에 이른바 ‘이탈리아 사회공화국(RSI)’을 출범

시켰으나 이는 이미 지역 내 실권이 독일군에게 넘어간 괴뢰 정권이었다.    

319 Supra note 17, para. 21. 

3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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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321 독일군에 의한 그리스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은 

반 세기가 경과한 후에 유격대가 관여한 무력충돌이나 지하 저항세력이 

주도한 사보타주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고한 마을 주민들에게 자행한 

범죄적 복구(reprisal), 동시에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그리스 사법부에 의하여 

판단되기에 이르렀다. 322  그리스 사법부에서는 그 외에도 독일의 행위는 

Hague Ⅳ Convention의 Regulations 제46조를 위배한 강행규범 침해에 

해당되는바, 이는 애초에 주권적 공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323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독일은 주권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24  

나치 독일의 패망 후, 비록 피해 양상은 달리하지만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양국의 주민과 

유족들이 독일을 상대로 Distomo의 피해자 유족처럼 사법상 권리구제를 

시도한 것은 냉전이 종결된 이후였다. 피해자 개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의 주권면제의 실행과 그 존속 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던지게 하였다. 

                                          
321 Supra note 17, para. 30. 

322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Pre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11/2000,”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5, No. 1 

(2001), p. 200;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20 참조. 

323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supra note 322, p. 200. 이는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에서 Cançado Trindade 재

판관이 강행규범 위반 행위를 아예 Delicta Imperii로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324  Ibid.. 그리스 사법부에 의한 이러한 논리 구성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는 Lorna 

McGregor, “State Immunity and Human Rights: Is There a Future after Germany v. Italy?”,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1 (2013), p. 129;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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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분단된 독일, 특히, 서독 325 은 전범 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나치 시대의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여 왔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행 문제에 있어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 326  물론, 1943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탈리아 점령 시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서독 차원에서도 일련의 금전배상 조치를 아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이행 수준이 불만족스러웠던 것이다. 1953년 

서독 연방정부보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은 나치 독일에 의한 

박해 피해자들 중 특정 부류에 해당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배상 조치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327 그렇지만 여기에는 서독 연방정부보상법의 ‘나치의 

박해’라는 정의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독 내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배상 적격이 부정된다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었다.328 1965년에 비 

독일인이라는 사유에 기인한 박해 피해자라는 요건이 법 개정을 통하여 

                                          
325 194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연방공화국을 본 연구에서는 서독으로 지칭한다. 

326 우선, 이탈리아와 연합국 간의 1947년 평화조약 제77조에서부터 이미 일정한 한계가 예

정되어 있었다. 평화조약 제7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조약의 발효를 통하여 “독일 영내에 

소재하는 이탈리아와 그 국민의 재산이 더 이상 적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에 부착된 모든 

제한이 해소된다는 점,” 그리고 “1943년 9월 3일 이후 강제 또는 강요에 의하여 독일군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독일 영토로 반출되었던 이탈리아와 그 국민의 식별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배상의 적격을 부여하고서, 이는 독일을 점령 중인 연합국 당국이 정하는 합당한 

조치에 의거 실시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동조 제4항에서는 이탈리아와 그 국민을 위한 

상기 조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탈리아는 1945년 5월 8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독일과 그 국민에 대한 일체의 소송상 청구를,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의 계약 

기타 의무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과 그 국민을 대표하여 포기함”을 명시하고 있었

다. 결국, 점령 연합국 측의 조치 이외에는 기타의 문제 해결 경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supra note 17, para. 22 참조.          

327 Ibid., para. 23. 

3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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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추가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난민 

자격의 취득이 배상의 전제 요건으로 설정되는 등, 대다수의 이탈리아 출신 

피해자들에게는 금전배상의 법적 통로가 여전히 봉쇄되어 있었음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329  

  한편, 1961년에 이르러 서독과 이탈리아는 2개의 협정(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제1협정 제1조에 따라 서독은 이탈리아에게 “경제적 

성질의 미해결 사안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실시”하였다. 330  그리고, 제1협정 

제2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 시기의 권리 및 정황에 기인하는 일체의 

미해결 청구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며, 상기 청구에 관하여 서독과 동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일체의 사법 절차로부터 면책시킨다는 취지를 

확인하였다.331  아울러 제2협정에서는 나치 독일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였던 

이탈리아 국민에 대하여 서독은 당시 금액으로 4천만 마르크의 금전배상의 

지불에 합의하였으며, 이 금액의 지불을 가지고서 본 협정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문제는 서독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본 것임을 

명시하였다.332   

냉전의 종식이 임박한 1990년에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다. 

뒤이어 유럽 연합(EU) 체제가 출범하게 되자 통일 독일은 이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은 일견 여러 방면에서 

치유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은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의 

인권법의 발달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찍이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인하여 유형, 무형의 전쟁 피해를 입었으나 

그 동안의 법적, 정치적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329 Ibid. 

330 Ibid. para. 24. 

331 Ibid. para. 25. 

3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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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피해자들 333 이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서 독일을 상대로 일련의 재판상 

청구를 개시하였던 것이다.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와 같은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2개의 협정에서 양국 간에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해결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피해의 구제 방식, 그리고 전제적 사실에 대하여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Ⅱ. 원심의 전개 

 

1. 이탈리아 

 

1998년 9월에 이탈리아 국적의 강제 노동 피해자인 Luigi Ferrini가 

독일연방공화국을 상대로 하여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2심에서는 주권국가에 해당되는 독일이 주권면제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Ferrini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었다. 334  하지만, 

2004년 3월에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파기원(Corte di Cassazione)이 나치 

                                          
333 2000년 8월에 독일에서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

되었는데, 이는 나치 독일 시기에 강제 노동과 기타 부당 행위를 강요당한 개인들을 위한 기

금을 조성하여 제네바의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을 위시한 협력 기구에 배분

하여 활용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탈리아 출신 군사 피억류자’로 분류

된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는 기금의 수령 적격을 부인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수천 명에 달하는 생존 피해자들의 사법적, 준사법적 수령 청구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2004년 6월에 독일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들을 기금의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 상기 연방법률이 독일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천명하면서, 그 이

유로 국제공법은 강제 노동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두지 아니함을 들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Ibid. para. 26 참조.   

334 Supra note 17. par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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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자행한 행위가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주권면제가 

부인되어야 함을 이유로 Ferrini의 청구를 인용335함과 더불어 본 사건을 1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의 전개 양상은 달라지게 되었다.336  

이탈리아 파기원은 전시의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하는 

‘사법에의 접근’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나 협상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러한 향방에 따른 종속 변수로서만 판단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파기원은 규범 간의 상충(normative conflict)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가 강행규범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일군의 법규범’을 형성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인하였던 것이다.337  

이에 따라 본안에서 문제된 국제법상 규범들이 상호 독립적이고 교집합이 

없는 서로 다른 국면(phase)에서 작용한다는 견해는 부인되었으며, 오히려 

규범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하여 검토한 결과, 강행규범에 대하여 

규범 서열 상의 우위가 인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338 결국에는 규범 간의 

서열적 우열에 입각하여 주권면제가 부인됨으로써, 그 범위에서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이 반사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파기원의 위와 같은 추론은 나치 독일이 전시에 자행하였던 범죄가 독일의 

주권면제 이익을 소멸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 

                                          
335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cision No. 5044/2004, International Law 

Reports (ILR), Vol. 128, p. 658. 

336 Supra note 17, para. 27. 

337 Alexander Orakhelashvili, “State Immunity and Hierarchy of Norms: Why the House of 

Lords Got It Wrong,”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5 (2008), p. 

966. 

3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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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였다.339  

파기원의 상기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근본 가치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권면제 등의 절차적 규범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은 서로 적용의 국면을 달리하는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340  이 견해에 따르면,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법 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근본 가치 수호라는 명목 하에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이 현존하는 관습국제법에 대하여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 

실행으로부터 과도하게 일탈된 것이라고 한다.341  

하지만, 위의 비판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 추세가 실체적 규범에 

국한하여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권의 완전성, 불가침성에 

대한 국가의 지향으로 인하여 주권면제의 실행의 종래의 틀에 머무르게 

된다면 법적 ‘논리의 정합성’의 외부에는 구제의 공백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의 엄밀한 

구분이란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을 취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은 위의 

견해를 비판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342  

이탈리아 파기원도 주권면제를 부인하기 위한 모든 이론을 총망라하여 

지지하지는 않았다. 특히, 나치 독일이 자행하였던 불법행위의 중대성으로 

                                          
339 Pasquale De Sena and Francesca De Vittor, “State Immunity and Human Rights: The 

Italian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Ferrini Case,”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 1 (2005), p. 100. 

340 Michele Potesta, “State Immunity and Jus Cogens Violations: The Alien Tort Statut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Law of Nation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issue 2 (2010), pp. 583-584. 

341 Ibid.. 이 비판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다수의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342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149, 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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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이러한 행위는 주권면제에 대한 묵시적 포기로 의제된다는 취지의 

그리스 법원의 논의 전개343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며 비판하였다.344 그 

논거로는, 이러한 경우에 주권면제 포기의 의사는 막연한 추측이나 의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확인 가능한 사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이익을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자진하여 포기한다는 것에는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345      

이에 더하여 파기원은 ‘국가책임법 초안’의 견지에서 볼 때,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가치의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의 유지를 원조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의무”346의 이행이 긴요하다고 본다면, 주권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347 이는 비록 주권면제 관련 사안은 

아니었으나 강행규범의 지위를 가지는 고문금지의 원칙이 국제 공동체의 

모든 국가들에게 대하여 그 이행 확보에 관련되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구유고 국제형사법원의 

                                          
343 Supra note 324 참조. 

344 Supra note 335, p. 668, paras. 8.1, 8.2. 이 부분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은 후술하게 되는 

본 판결보다 4년 전에 그리스 최고법원(Areios Pagos)의 Pre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에서 채택하였던 견해였다. 즉, 주권면제에 있어서의 ‘묵시적 포기설’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국내 판결에서도 지지되지 않고 있다.  

345 Ibid., p. 668. para. 8.2. 파기원은 이 부분에서 묵시적 포기라는 이론구성에 대하여 ‘유럽

국가면제조약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제31조의 존재에 의하여 ‘한 국가

의 군대에 의한 다른 당사국 영역 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주권면제가 종전처럼 부

여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던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았다. 

34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41조 제2항. 

347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337, p. 967; Pasquale De Sena and Francesca De 

Vittor, supra note 339. p. 101.  



115 

 

‘Furundžija 사건’에서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348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판결은 주권면제와 강행규범 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의 발전적 양상과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국 법의 

궁극적인 가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49  그리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행위가 특정 국가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개인이 당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외국의 법원에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할 여지를 열어두었던 ‘Furundžija 사건’의 맹아 350 를 

인정하고 계승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탈리아 파기원의 판결은 향후의 성질이 유사한 청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 이탈리아 국내의 각급 법원에서는 유사한 소송이 

이어졌으며, 파기원은 이탈리아 국내의 각급 법원에 대하여 나치 독일의 

국제범죄를 이유로 하는 소 제기에 대하여 관할권이 존재함을 명령으로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351  결국, 2011년 2월에 이르러 약 12년의 세월이 

경과한 끝에 일련의 ‘Ferrini 사건’의 제2심 원심을 담당하였던 피렌체 항소 

법원은 독일이 Ferrini를 전시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확정하였다.352 그리고, 이 확정 판결에 불복한 

독일은 이탈리아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48 Supra note 117, para. 151. 

349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p. 239-240. 

350 Supra note 117, para. 155. 
351 Supra note 17. paras. 28-29. 이 과정에서 독일은 이탈리아 파기원에 대하여 ‘관할권 부

존재 선언’을 요청하는 등 파기원을 필두로 한 일련의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주권면제의 부인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352 Ibid., par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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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 

 

한편, 그리스에서도 Distomo 대학살이 발생한지 반 세기가 경과한 

1995년에 희생자 유족들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군에 의하여 

초래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이유로 그리스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353 

이에 1997년 9월에 Livadia 제1심 법원(Protodikeio)은 독일에 대하여 

궐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을 선고하면서 대학살 희생자들의 상속인인 

유족들에 대하여 독일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354 이에 

대하여 독일은 항소하였으나, 2000년 5월 그리스 최고법원(Areios Pagos)이 

원심에서의 손해배상의 인용 취지를 그대로 지지하면서 이는 기각355되었다. 

결국, Distomo 대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으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다.356  

  Livadia 제1심 법(Protodikeio)의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첫째, 나치 독일이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주권적 

공권행위(sovereign acts) 개념에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57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국가가 자기 주권의 본래적 범위를 넘어서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에게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353 Ibid., para. 30. 

354 Ibid. 

355 Pre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11/2000, International 

Law Reports (ILR), Vol. 129, p. 513;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supra note 322, 

p. 198. 

356 Supra note 17, para. 30;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supra note 322, p. 198. 

357 Dapo Akande and Sangeeta Shah, “Immunities of State Officials, International Crimes, 

and Foreign Domestic Court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No. 4 

(2011), pp. 828-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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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들었던 것이다.358 둘째, 나치 독일은 강행규범 위반 행위로 평가되는 

주민에 대한 대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자신의 주권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359   

이 묵시적 포기에 관련된 논리 전개는 현대 국제법 상의 이론적 장애를 

우회함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주권면제에 관한 독일 측 주장을 일거에 

배척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것이었다.360 이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의 

‘Princz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사건’에서 Wald 판사의 

반대의견 361 이나 당해 사안에서 있어서의 ‘법정의 친구들(amici curiae)’의 

주장362에서 제시된 바 있는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63  하지만, 이러한 논리 구성은 4년 후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탈리아 파기원에서도 직접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364  

  무엇보다도 현실주의적인 국제 무대를 상정할 때, 강행규범 위배에 관련된 

                                          
358  Ibid..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 최고법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supra note 322, p. 200를 참조. 

359 Dapo Akande and Sangeeta Shah, supra note 357, p. 829. 하지만, 이는 정작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서는 배척되었던 논리 전개이다.  

360 Supra note 335, p. 668, paras. 8.1, 8.2 참조.  

361 Princz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6 F 3d 1166 (DC Cir. 1994), Dissenting 

Opinion of Justice Wald, paras. 77, 87, 88, 90. Wald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로서의 ‘묵시적 포기’의 근거로 “국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향유하는 면제를 

포기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사건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FSIA 28 U.S.C. Sec. 1605(a) (1) 

(1988)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362 Ibid., paras. 39, 48. 이 사건에서의 ‘법정의 친구들(amici curiae)’의 논지는 제3제국이 강

행규범을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로서 간주된다는 점과 이러한 해석

을 통할 때만이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 원칙과 FSIA의 조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본 판결의 법정의견에서 이들의 논지는 배척되었다.  

363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20 참조.  

364 Supra note 335, p. 668, paras. 8.1,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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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는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라는 가정 또는 의제가 그 개연성이나 

기대가능성이 전무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Ferrini 판결’에서 제기된 지적은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논의의 비약을 극복할 만한 국제법적 보완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65  오히려 국제법과 주권면제의 현실에서의 

실행을 감안한다면, 명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주권면제 예외 사유 이외에도 

장래를 향한 제3의 예외 범주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위 규범으로서의 강행규범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366   

하지만, 상기 판결의 그리스 국내에서의 집행 단계에 있어서 허가권자인 

그리스 법무부 장관이 집행 허가를 거절하는 바람에 다시금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367사건 유족들이 법정을 달리하여 이번에는 그리스와 독일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는데, 양 국가 모두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과 

제1의정서 제1조를 위배하였음을 근거로 들었다.368 하지만 2002년 12월에 

동 재판소는 주권면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옹호하면서 청구인들의 소 제기는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기에 이르렀다.369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패소는 그리스의 Livadia 제1심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하여 이탈리아 국내에서 집행 가능한지를 유족들이 이탈리아 법원에 

문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년 5월에 피렌체 항소 법원에서 

이들 그리스인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탈리아 내의 독일 소유 

부동산인 Villa Vigoni에 대하여 강제 조치로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365 Lorna McGregor, supra note 324, p. 129 

366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21 참조. 

367 Supra note 17, para. 30. 

368 Ibid., para. 31. 

369 Kalogeropoulou and others v. Greece and Germany (Application No. 59021/00), 

International Law Reports (ILR), Vol. 129, p. 537 (ECtHR), Decision of 21 Dec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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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70  이에 따라 후일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이라는 양자 간 구도 속에서 비당사국 그리스의 별도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 전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371   

그 외에도 Distomo Case의 전개에 고무되어 제기되었던 유사한 사건이 

그리스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최고법원이 본 사안을 

‘특별최고법원(Anotato Eidiko Dikastirio)’으로 이송하였다. 372  이는 그리스 

헌법 제100조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칙의 확정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관할권을 특별최고법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조치였다. 373  그런데, 특별최고법원은 

2002년 7월에 이르러 비록 6:5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국제법 발전의 현재 단계에서는 독일에게 주권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 374 함으로써, 기존의 ‘Distomo 사건’에서 그리스 사법부가 일찍이 

견지하였던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였으며, 이후 그리스 사법부 차원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375  하지만, 그리스 특별법원의 판결은 

주권면제와 강행규범에 대한 관계적 논의는 하지 아니하고 다만, 

관습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함으로써, 주권면제 

제도의 국제 사회적 함의에만 치우쳤다고 볼 수 있다.376  

  이렇듯 기존 승소 판결의 집행가능성 문제에 관하여 특별최고법원의 

                                          
370 Supra note 17, paras. 33-35.  

371 Ibid., para. 10. 

372 Ibid., para. 36. 

373 Ibid. 

374 Margellos and Others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6/2002), International 

Law Reports (ILR), Vol. 129, p. 526;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22 참조. 

375 Supra note 17, para. 36. 

376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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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는 

피렌체 항소 법원이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그리스 제1심 법원 판결이 다루어지는 범위에 한하여 2011년 

7월에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비당사국으로서의 소송참가를 허가 받게 

되었다. 377 하지만, 정작 소송의 일방 당사국인 이탈리아가 패소하는 바람에 

외국에서의 강제 집행에 관한 그리스의 기대가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피해자 유족들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5년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운데 

그리스에 좌파연합 Syriza 신정권이 출범하자 이들은 ‘Distomo 사건’과 그 

외의 전시 약탈에 대한 배상문제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독일에 대하여 

배상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9월에는 좌파연합 Syriza 

정권을 이끄는 Alexis Tsipras 총리가 그리스의 총체적 경제난과 EU 차원의 

경제구조 개선 요구 속에서도 재차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378  전시 배상에 

대한 기조도 향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8월에는 유럽 담당 

외무차관인 Nikos Xydakis가 그리스는 현재의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379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일의 승소는 사안의 궁극적 해결이 아닌 일종의 

미봉책에 불과함을 드러내며, 전후의 배상 청구를 방지하는 판결의 억제적 

                                          
377 Supra note 17, para. 10. 

378 Reuters 2015년 9월 22일 자 인터넷 기사 –– Lefteris Papadimas and Renee Maltezou, 

“Triumphant Tsipras returns to fight for Greek economy, debt relief” 참조.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9/22/us-eurozone-greece-election-

idUSKCN0RJ0US20150922> (last visited on 1 June, 2017) 

379 Greek Reporter 2016년 8월 21일 자 인터넷 기사 – Kerry Kolasa-Sikiaridi, “Athens 

isn’t Dropping German Reparations Issue, Alt Foreign Minister Says,” < 

http://greece.greekreporter.com/2016/08/21/athens-isnt-dropping-german-reparations-

issue-alt-foreign-minister-says/> (Last visited on 1 June,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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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발생시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Ⅲ.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의 주권면제 

 

앞서 보았듯이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는 이탈리아가 국제법상 독일이 

향유하는 재판권 면제를 부인하고 이탈리아 법원에서의 일련의 민사소송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의견은 12 대 3의 절대 다수를 이루었다.380  

유의할 사항은 판결에 있어서의 찬반의 분포를 참고는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의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 예단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381 본 연구에서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확보한 주권면제에 

대하여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 유형과의 관계에서의 융통성 있는 해석이 

부족함을 비판하여 왔는데, 이는 ‘현실의 법(lex lata)’과 그 실행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타당한 ‘미래의 입법(lex ferenda)’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권면제에 관한 이론과 실행의 발전 방향을 

이제까지의 별개의견, 소수의견을 대상으로 살피는 경우에 ‘현실의 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찬반 분포를 참고하되 이상적 입법론이나 현실론에 

경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주권적 공법행위의 성격 

  

강행규범 위반과 기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애초에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조차 되지 않음을 이유로 주권면제가 

                                          
380 Supra note 17, para. 139. 

381 Lee Walker, supra note 306, p. 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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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여야 한다는 주장 382 은 위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주권면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 의제된다는 논의383는 피해자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전후의 배상 소송에 있어서 주목 받기도 하였다.384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행위 태양으로 미루어 볼 때 

주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판명되는 순간 더 이상 

주권행위가 아닌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인 설정일 뿐만 

아니라 작위적”385이라는 비판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일단,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 의제의 이론 구성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결론적으로는 합리적이며 

타당성을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위의 ‘묵시적 포기설’이 강행규범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주권적 공법행위로 포섭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발동시켜 왔던 국가 실행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382 이는 Pre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11/2000와 그 하

급심 법원 단계에서부터 취하던 입장이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Supra note 355, p. 521;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supra note 322, p. 200 참조.  

383 Adam C. Belsky, Mark Merva and Naomi Roht-Arriaza, “Comment: Implied Waiver 

under the FSIA: A Proposed Exception to Immunity for Violations of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California Law Review, Vol. 77, Issue 2 (1989), p. 365. 그리스 최고법

원이 면제의 묵시적 포기를 원용함을 언급한 이후에는 Belsky 등의 묵시적 포기 이론이 미국

의 일각을 제외하고는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외국 법원의 재판 가능성을 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권면제를 국가가 묵시적으로 포기함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비판

으로 Kersten Bartsch and Björn Elberling, “Jus Cogens vs. State Immunity, Round Two: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Kalogeropoulou et al. v. 

Greece and Germany Decision,” German Law Journal, Vol. 04, No. 05 (2003), p. 480의 각

주 21을 참조. 

384 Supra note 355, p. 521. 

385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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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논리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국제법적 근거의 

부족함이 드러났을지언정 이론 형성의 전제적 사실이 되었던 주권면제 

제한의 필요성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점과 관련하여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Trieste에서 

이루어진 ‘독일-이탈리아 공동선언’에서 독일 측이 “이탈리아인 학살 

피해자들과 이탈리아 출신 ‘군사 피억류자’들에게 가하여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책임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 사실에 주목하였다.386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더하여 나치 독일의 행위는 

최소한의 ‘인도의 기초적 고려’조차도 완전히 결여하였던 만행인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만큼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두었다.387  

그러나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전시 불법행위에 대한 독일의 책임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독일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의나 기조는 국제사법재판소 

차원에서 결코 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재판소는 나치 독일군이 

전시에 자행하였던 행위들이 명백히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권행위나 상업행위 개념에는 불법성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388  또한, 당사국인 이탈리아조차도 

나치 독일군의 전시 국제법 위반이 그 불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행위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그저 당연한 전제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관계로,389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86 Supra note 17, para. 52. 

387 Ibid. 

388 Ibid., para. 60. 
389 Ibid. 독일의 행위가 설사 ‘주권행위’라 하더라도 소송상 필요하였을 경우에는 차라리 ‘황

금주 사건’에서와 같이 ‘상업적 행위(commercial activity)’에 해당된다거나 이 부류로 의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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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국재사법재판소가 주권행위의 포섭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명시하였고, 

양 당사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지만, 그와 별도로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가 주권행위 범위에 이론상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논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된다.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이 이미 규범의 수직적 

서열 관계에서 유래하는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바, 평면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주권적 공법행위의 범주 속에 이를 포함시켜서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390 만일에 주권행위 

개념에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립적이라고 언급한 법정의견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면, 공법상 주권행위 

개념은 마치 “상업적 사법행위의 여집합이다”라는 동어반복 수준의 명제와도 

차이가 없어지면서 행위의 독자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재사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지지하는 실행은 현대 국제법 상 

대두되는 강행규범 등의 개념적 발전에 상응하는 이론적 진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국제법의 특징인 수직적 규범 질서의 

필두인 ‘강행규범’에 대하여 근대 국제법 상의 ‘국가행위 분류법’에 따른 

주권면제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논의는 지양, 극복되어야 하며 이 점은 거듭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를 내포하는 불법성 개념은 

통상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전히 유효하지만, 강행규범이 

일단 문제되었던 논점에서는 종전의 양적 계량화로는 측정 불가능한 부분이 

                                                                                                                
다는 주장이 전개하였더라면, 소수의견에의 찬동 비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390 이러한 의미에서 “통상적으로는 주권행위로 간주되다가도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라벨이 붙

는 순간, 주권행위가 아니게 되므로 ‘주권면제의 포기 의제’는 불합리하다”는 水島의 논의는 

결론을 제외하고는 강행규범을 단지 양적 개념으로 전제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행규범은 이전 시기의 국가의 통상의 불법행위와는 행위 태양이 질적으로 다르다

는 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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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행위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유형화를 하거나,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의 유지를 원조하거나 지원하지 않기 위하여”391 

주권면제를 부인할 만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상업적 사법행위’로 

의제하는 방법론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가 강행규범 위반 또는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고려 없이 기계적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권면제를 옹호하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즉, 2012년 결정은 

전후 국제인권법 발달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였고 거의 명시적으로 

실증주의적이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옹호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392 하지만 

이러한 형식 논리로는 국가 입장에서의 법적 일관성, 예측가능성만을 

관철시킨 것에 불과하며 현대 국제법의 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권면제 

부여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므로, 이는 실체적 판단에 선행하는 본안 전 

재판관할권의 확정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393  이에 따르면 나치 독일군이 

자행한 불법행위는 재판관할권이 행사된 이후의 본안 문제이므로 주권면제를 

부여하는지 여부와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판단은 

논란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결과라기보다는 법 기술적으로 

논란이 존재하는 쟁점의 판단을 회피한 것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즉, 

국제법상 일반적 불법행위와 강행규범 위배가 질적으로 다르다면, 종래의 

                                          
391 국가책임법 초안 제41조 제2항 참조. 

392  J. Craig Baker, “Negotiating the Complex Interface between State Immunity and 

Human Rights: An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ecision in Germany v. 

Italy,”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Vol. 15 (2013), pp. 415, 429 참조.  

393 Supra note 17, para.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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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구분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주권행위에 대한 포섭 

범위의 이론적 변용이나 제3의 범주의 창설 등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절차적 사안과 실체적 사안의 구별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논점은 주권면제에 관한 사안, 특히, 관련된 국내 입법에서 종래와는 

다른 국가행위의 제3의 유형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재론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역내불법행위의 예외 

 

앞서 보았듯이, 이탈리아 원심인 ‘Ferrini 사건’에서 무력분쟁에 개입 중인 

나치 독일군이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인하였던 

주된 근거 중의 하나는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조약 및 관련 국내입법이 세계적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394  

  그에 더하여 이탈리아 파기원은 종래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성질에 따른 행위 분류에 대해서도 “개인의 육체적 온전함에 

대한 침해” 및 “신체적 성질로 말미암은 손실이나 손해”에 따른 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종래의 이분법적 실행에 대하여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395     

                                          
394 Supra note 335, pp. 671-673, paras. 10.1-10.2. 

395 Ibid.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재사법재판소도 “영역 내 불법행위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어

떠한 국내 입법에서도 주권적 공법행위와 상업적 사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는 사실, 캐나다 최고법원이 관련 입법의 예외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기 구분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실, 그리고 유럽 국가면제조약 제11조와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서도 그

러한 구분이 드러나지 아니함 등을 확인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Supra note 17,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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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 파기원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있어서는 주권적 공법행위에 대하여 

관습국제법 상의 ‘영역 내 불법행위의 예외(territorial tort exception)’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96  즉,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우회함으로써, 판단 대상을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 

외국 군대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기타 국가 기관이 무력 분쟁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행위”397로만 한정398하였으며, 그런 후에 검토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 국가의 관련 실행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관습국제법의 단계에서는 “타국 영역에서의 무력 분쟁에 종사하는 외국 

군대와 협력 관계에 놓인 기타 국가 기관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관한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주권면제 부여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399 이는 

앞서 보았던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해설서 400 에서의 언급이나 2004년 UN 총회 제6위원회에서의 Ad Hoc 

Committee 의장의 발언401 등과도 결론에 있어서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재사법재판소는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나 유럽국가면제조약의 

문언 해석에 충실하기보다 주권면제와 관련된 각국의 다양한 실행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영역 내 불법행위의 예외’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64을 참조.  

396 Supra note 17, para. 65. 

397 Ibid. 

398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 125의 각주 43 참조.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범위 한정의 배

경에는 역내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국가 실행의 분열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399 Supra note 17, paras. 78, 79. 
400 Supra note 24. 

401 Supra note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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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한 격이다.402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아울러 ‘역내 불법행위의 예외’에 대하여 논하면서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요국들의 인식을 인용하였다. 403  즉, 

주권적 공법행위에 관한 한 “관습국제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거나(독일),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의 수준보다도 한참 더 나아갔다거나(중국), 혹은 국가 

행위의 이분법적 분류를 고려하지 않고 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미국)”는 등, 진일보한 규정 방식에 대한 각국의 심리적 

저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404  하지만,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이라는 견지에서 관습국제법 수준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조약의 조문이 

존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 외적인 현실적 실행에 중점을 두었던바, 

이러한 목적적 해석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만, 판결과 관련하여 역내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적어도 이탈리아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 중 일부에 있어서는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소수의견도 존재하였다.405  이러한 반대 의견을 

                                          
402 Supra note 17, para. 69 참조. 이 부분에서 판결은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유

럽국가면제조약의 경우와는 달리, 무력충돌상황을 예정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언급하

면서, 국제법위원회가 시도한 해석 수정이나 Ad Hoc Committee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소개

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위원회의 해설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UN 주권면제협

약을 비준한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이 무력충돌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 선언을 

첨가하였다는 사실 등 간접 정황을 열거하면서, 관습국제법의 현실태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당해 조문의 명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해설서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2

항에서의 ‘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03 Ibid., para. 64. 

404 Ibid. 

405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Gaja, para. 9. 



129 

 

개진하였던 Gaja 임시재판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영역에 있어서는 ‘광대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학설, 판례, 그리고 

입법 등에 있어서 실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교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개시하였다.406 그는 국제법상 ‘국가책임법 초안’에 의거할 때, ‘군대의 

활동(military activities)’과 관련된 ‘영역 내 불법행위의 예외’의 실행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 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동등하게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407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국 군대에 대해서만 구분하여 특별 

취급한다는 것은 근거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법정의견을 비판하였던 것이다.408 또, Gaja 임시재판관은 법정지국이 

그 주둔에 동의한 외국 군대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합리적 

타당성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적국 군대가 영역 내에 진입한 경우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침략군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둔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면제의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409  

또, Gaja 임시재판관은 외국 군대의 활동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인 피해자(청구권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사법적 구제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저지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410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개인의 사법적 구제청구권에 

                                          
406 Ibid. 

407 ‘국가책임법 초안’ 제4조. 

408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Gaja, para. 9.  

409 Ibid.. Gaja 임시재판관은 이 대목에서 자국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하여 재

판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영역국의 주권적 권리보다 침략국의 주권면제의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되는 국제법 체제의 존립 이유에 대하여 근원적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 국제

법 운용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4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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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침략군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또, 

그는 비록 실무적으로 그러한 구제청구권이 군대의 활동에 기인하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은 아닐지는 모르나, 이는 

외국을 직접 상대로 한 국내법원에서의 일체의 재판청구권이 직면하게 되는 

보편적 난관이자 속성인 것이며, 외국 군대가 관련되는 경우에만 고유한 

한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11  

Gaja 임시재판관의 견해는 비록 법적 효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권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최후 수단(last 

resort)으로 존속하는 재판청구권의 특징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외국 군대의 경우에도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Gaja 임시재판관의 소수의견은 그와 상반되는 일련의 국제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권면제 법리의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무력 분쟁 중의 불법행위 이외에 

주요 인물에 대한 정치적 암살, 테러 기타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조직적 

고문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소 차원에서도 취지를 달리하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412  이 부분의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 대하여 국제법위원회 해설서를 통하여 시도하였던 

해석 상의 축소 시도 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현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전제하고서 조약과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11 Ibid.  

412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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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타의 중대한 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에 

있어서 각국의 선례를 참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UN 주권면제협약의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비엔나 협약에서 제시한 해석 지침은 마찬가지로 

정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역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자국민 희생이라는 인적 손해를 입게 된 피해국의 주권과 외국 

법원에서 제소당함으로써 자신이 향유하는 주권면제를 부인 당하는 가해국의 

주권 사이 간에 형량을 시도하는 계량적 접근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원심 청구와 연관된 쟁점 

 

국재사법재판소에서의 이탈리아의 주장 가운데,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서의 

일체의 청구에 있어서 공통되는 논점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청구의 주제를 

이루는 행위의 특수성 및 청구가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할 때, 독일에 대한 

주권면제의 부인이 정당화되었다”413는 것이었다. 즉, 이는 주권면제 자체와 

관련된 법적 논의로부터 유래하는 주장이 아니라, 그 외부의 법익이나 

사정에 기인하는 논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네 가지 세부 논점으로 

구분되는데, 위반의 중대성, 강행규범, 최후 수단성, 그리고 앞의 세 가지 

경우의 결합적 효과로 정리될 수 있다.414  

 

1. 위반의 중대성 

 

위반의 중대성에 기인하는 주권면제의 부정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413 Supra note 17, para. 80. 

4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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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면제는 본질적으로 선결적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단계에서의 실체적 판단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매듭지어져야 하는 

쟁점임을 확인하였다. 415  이는 나치 독일이 자행하였던 전시 인권침해에 

대하여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논점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을 이유로 주권면제를 부정하는 국가 실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416 이탈리아의 파기원이 논거로 들었던 일련의 미국 

FSIA417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동 재판소는 이를 현행 관습국제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일보한 입법이라는 전제에서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미국 

이외의 다른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위반의 중대성을 이유로 하는 주권면제 부인 규정이 

어떠한 국내 입법에도 포함된 선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이다. 418  결국, 재판소는 면제 관련 미국의 FSIA에 대하여 하나의 

비전형적이고 예외적인 국내적 실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현행 관습국제법의 차원에서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무력분쟁법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면제가 

                                          
415 Ibid., para. 82. 

416 Ibid., para. 83.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의 경우에도 특별최고법원이 독일에 

대한 주권면제를 지지함으로써 그로부터 2년 전의 ‘Distomo 사건’에 관한 그리스 최고법원 

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 특별최고법원의 최신 판결을 준거로 삼

은 결과, 그리스의 전반적 판례 입장으로 인하여 위반의 중대성에 기인하는 주권면제 부인 실

행이 관습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이탈리아 측의 주장이 근거가 빈약

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417 특히, 28 USC  §1605(a)의 경우가 이해 해당된다. 

418 Supra note 17, par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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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되는 것은 아니한다고 보았던 것이다.419 하지만, 그러한 설시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국내 입법이나 판례가 존재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현대의 국제인권법 발달이라는 추세에 부합되는 수용 가능한 

선례로 평가될 여지는 과연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유형을 국제형사법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를 자행한 개별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는 확산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으로 면제의 항변을 논박한 형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국제형사재판소나 기타 특수한 형사법원의 일부 결정은 국가 수뇌부가 

향유하는 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성격의 손해배상 사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국제법의 실행 변화에 상응하여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당해 불법행위의 궁극적 귀속 주체인 독일이 향유하는 

재판상 주권면제를 부인하였던 이탈리아 파기원의 원심 ‘Ferrini 사건’에서의 

전제420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강행규범 

 

강행규범과 주권면제와의 상호 충돌을 전제로 한 분쟁은 특히,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던 시기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일찍이 ‘Ferrini 사건’의 이탈리아 

파기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이 실제로도 존재함을 전제로 논의를 

                                          
419 Ibid., para. 91. 

420 Bianchi는 강제이송과 강제노동이 확립된 국제범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국

가의 국제범죄에 해당됨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탈리아 원심의 논리 전개에 문

제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Andrea Bianchi, supra note 112, p. 

245;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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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는데, 강행규범 위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주권면제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는 강행규범의 보호법익과 근본 

가치의 확보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421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는 그들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 상당한 

배상과 실효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 인권보호의 국가적 의무는 

대세적(erga omnes)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고서 법적 가치 사이의 

형량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422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강행규범과 주권면제는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평면이 다른 사안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주권면제 

원칙은 본질적으로 절차적(procedural in character)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가 타국을 상대로 어떠한 조건 하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한다고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423 즉, 소 제기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 소재 판단에 대하여 주권면제는 

간여하지 아니하는바, 현 단계의 주권면제를 1943년부터 1945년까지의 

사안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효 금지 원칙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24  즉, 주권면제 운용에 있어서의 실체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본 판결에 의하여 전면 배제되었던 것이다.425  

                                          
421 Supra note 335, p. 669, para. 9.1.  

422 Elena Sciso, “Italian Judges’ Point of View on Foreign States’ Immunity,”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4 (2011), pp. 1226, 1229 참조.  

423 Supra note 17, para. 93. 이 부분에 대하여 Fox 등은 이탈리아의 전쟁 배상의 항변을 기

각한 결정보다 광범위한 설시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는 주권면제의 2단계 모델(제한적 주권면

제이론)의 확장적 대처 경향에 비하여 어떤 면에서는 후퇴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Hazel Fox CMG QC and Philippa Webb, supra note 159, p. 39 참조.  
424 Supra note 17, paras. 58, 93. 

4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의 실체적 성격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실체법적 항변(affirmative 

substantive defense)’을 바탕으로 이론적 유추와 보완의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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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차적 성격의 주권면제가 강행규범적 성질의 실체적 규범을 

저지하거나 면탈한다는 법적 명제는 그 자체로도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강행규범 개념 속에는 주권면제에 관련된 규범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내재적 명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부가하였다.426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절차적 규범과 실체적 

규범의 이분법으로 말미암아 법적 공백이 방치되는 등, 명백한 불의가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며, 법적 절차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강행규범으로부터 그 효과와 법적 귀결을 박탈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을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해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427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규범의 이분법을 관철시킴으로써 이익 형량의 

기회조차 봉쇄하게 되는바, 국제법 원리 간의 조화와 균형과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428  

이 부분의 다수의견은 절차적 규범과 실체적 규범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현대 국제법의 이분법적 흑백논리(dichotomy)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각 규범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없이 

일반적이고 간략한 논증을 전개하여 규범 간의 상충 여지를 제거하고서는 

결론에 도달한다. 429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고수한다면, 현실 문제의 

해결과는 더욱 유리될 것이며, ‘과도한 형식주의’의 소산이라는 지적으로부터 

                                                                                                                
관련하여 Anthony J. Colangelo, supra note 243, pp. 74-76 참조. 

426 Supra note 17, para. 95. 위에서 Colangelo가 주장한 논지는 이 부분에 대한 극복 방안으

로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27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295-296. 

428 Elena Sciso, supra note 422, pp. 1227-1228 참조. 

429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 137. 하지만 坂巻 역시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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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430  

국제법상 실체적 규범의 발전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절차적 규범인 

주권면제 실행은 개별 국가의 주권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예외의 폭에 대하여 친화적이지 않다. 따라서, 인권법의 발달이라는 

견지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만일 그러한 괴리가 

향후에도 존속하게 된다면 일국이 주권면제 항변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강행규범 위배로 인한 법적 제재를 면탈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비상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격이며, 이는 국제법의 형식적 준수가 

야기하는 하나의 역설적 상황이 되는 것이다.431    

마찬가지로 강행규범의 태동, 확립에 따라 규범 간의 수직적 서열 개념이 

정착되었음에도 이러한 이분법이 관철된다면 강행규범의 우위는 몰각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국제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32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이론적 

완결성을 확보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이분법적 dogma에만 천착하여 

주권면제 실행을 고수한 결과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속하는 인권침해에 

있어서 ‘사실상의 처벌면제 또는 방치(de facto impunity)’라는 역설적 

상황이 광범위하게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433  더욱이 강행규범 위반을 

                                          
430 Stefan Talmon, “Jus Cogens after Germany v. Italy: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Distinguished,”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5 (2012), p. 980. 

431 Marko Divac Öberg, supra note 258, p. 178 참조. 

432  Lorna McGregor, “Torture and State Immunity: Deflecting Impunity, Distorting 

Sovereignty,”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5 (2008), p. 906;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337, p. 968. 

433 Stefan Talmon, supra note 430, p. 981; Mirgen Prence “Torture as Jus Cogens Norm,” 

AUDJ vol. Ⅶ, no. 2 (2011), pp. 89-97 참조. Prence는 고문방지 의무가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현실적,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법적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impunity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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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하여 국제법원과 각급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주권면제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실행 자체만으로는 불처벌 상태의 직접적 해소라고 평가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강행규범이 존재함으로 해서 본안 판단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강행규범의 억제력을 무조건적으로 방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34   

더군다나 가해국의 선택지인 ‘비상구’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재판상 권리 구제 시도는 지난한 과정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일방적 구도 하에서 국내 법원이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주권면제를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논리 전개라고 판단된다. 435  이를 피해자 개인과 주권을 지니는 외국의 

구도로 파악하여 보면 불균형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 해석을 시도한다면, 장래에 

형성될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절차적 규범이 더 발전하여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지기에 이른 경우를 상정할 때, 기존의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그 

내용과 상충되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436  결국, 주권면제의 견지에서 본 강행규범성의 관철 문제는 이 

사안에서의 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라 일단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향후의 현대 국제법의 흐름, 인권이 부각되는 추세에 따라 충분히 

예외적 적용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434 Thomas Weatherall, “Jus Cogens and Sovereign Immunity: Reconciling Divergence in 

Contemporary Jurisprudenc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6 (2015), p. 

1212 참조. 

435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p. 228-230. 水島는 이 부분에서 주권면제를 부인하고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종의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로 이론적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 제시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36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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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후 수단성 

 

앞서 보았듯이, 이탈리아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부류의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논리 전개와 더불어 이탈리아가 

제시하였던 예비적인 논지는 ‘최후 수단성’에 관한 항변이었다.437 즉,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이라면 

독일에게 부여되었어야 할 주권면제를 이탈리아 국내 법원이 부인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일단 충족시켰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개인에게 

남은 구제수단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하여 면제의 부인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438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래로 일괄적인 

국가 간 조정 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재정적 출연을 실시함으로써 이탈리아에 

대하여 이미 배상을 완료하였다고 반론하였다. 439  그리고 이러한 전범국 

지위에서의 피해배상은 이행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능력을 고려한 전제 

위에서 조약과 국내 이행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성질의 것이지, 희생자들이 

겪은 세부적 손실을 총망라하여 감안, 산입하는 방식의 금전배상은 가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선례가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440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가 자행됨으로 

인하여 양산된 이탈리아 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그 동안 독일이 표명하여 

                                          
437 Supra note 17, para. 98. 
438 Ibid. 

439 Ibid. 

440  Ibid.. 그렇지만 독일의 항변은 “희생자들에게는 그들이 입었던 피해에 비례하여 상당한 

배상과 실효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적절한 답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Elena Sciso, supra note 422, pp. 1226, 1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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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배상 노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정작 ‘이탈리아 출신 

군사 피억류자’ 부류에 해당되는 희생자들에 대하여 전쟁포로가 강제 노동에 

기인하는 손해의 금전배상 대상자가 아님을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사실에 주목하였다. 441  실제로 이들에게는 사실상 전쟁포로의 지위가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시정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놀라움과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442  주문에서 이러한 부류의 전시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4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최후 수단성’ 항변에 기인하는 

이탈리아의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444 그러면서 관습국제법이 도출되는 국가 

실행에 비추어 볼 때, 현대 국제법의 단계에서도 주권면제 부여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효과적 대체 수단의 존재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여하간의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그 이유로 

들었으며, 각국 입법과 판례, UN 주권면제협약, 그리고 유럽국가면제조약을 

살펴보더라도 주권면제 부인의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 대체 수단의 존재라는 

                                          
441 Supra note 17, para. 99. 

442 Ibid.  

443 Ibid., para. 104. 하지만 동 재판소가 양국 간의 장래의 협상 여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

여, 이는 사법적 구제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해결을 관료 조직에게 떠넘기

려는 ‘파산 선고’에 불과하며, 어떠한 실체적 성과가 기대됨이 없는 가운데, 희생자들에게 미

미한 수준의 위로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ichael Bothe, 

“Remedies of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ies: Some Critical 

Remarks on the ICJ’s Judgment on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States,” in Peters, Anne, 

Evelyne Lagrange, Stefan Oeter and Christian Tomuschat (Eds.), Immunities in the Age of 

Global Constitutionalism (Brill/Nijhoff, 2015), p. 114 참조. 

444 Supra note 17, para.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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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조건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첨언하였다.445  

또한, 각 국의 국내 법원이 그러한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적절한 장(forum)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446 즉, 양국 간 일괄 타결로 전시 손해배상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이를 수령하였던 피해국이 국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를 분배하는 대신 국가 경제와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전용하였던 

경우에 있어서까지 가해국이 여전히 피해자의 재판상 청구에 응소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었다.447  

  이에 대하여 배상 경로를 확보할 기타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해국이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과 같은 

예외적 경우라면, 이탈리아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국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제 인권의 고양과 국제인도법 

준수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하였다.448 이 

부분에서 Yusuf 재판관은 주권면제이론이 국제법상 불변의 실체로 머무를 

수는 없으며, 그 역할과 의의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예외 범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주지하여야 한다고 

고찰하였던 것이다.449  

그리고, 단순히 국가 실행이나 판례의 부존재를 이유로 ‘최후 수단성’의 

                                          
445 Ibid. 

446 Ibid. 하지만, 그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능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존

재하는 국내 법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가 ‘최후의 수단’에 의탁하게 

된 단계임을 보여주는 적절한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447 Ibid. 

448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59. 

449 Ibid., par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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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배척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문제되었던 기타의 제반 규칙과의 

연관 속에서 주권면제의 규범이 해석되었어야 한다는 Bennouna 재판관의 

별개의견도 이 대목에서 나왔음은 주목을 요한다.450  그 요지는 구체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 이론과 실행이 시사하는 함의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로 

주권면제에 대한 순수법학적 해석과 적용을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451 이 

별개의견은 국제법상 실체적, 절차적 규범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양자 간에 직접적인 논리 연관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대체적 맥락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상 ‘최후 수단성’의 확립 가능성에 

대하여 원론적 차원에서나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실체적, 절차적 

규범의 상호 작용이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452  

최후 수단성에 근거한 항변은 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배척되기는 하였지만,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에서도 

비록 본 항변은 배척되었을지언정, 본 사안은 양국 간의 장래의 협상을 

통하여서만 종국적 해결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첨가하였던 부분에서 

그러한 경향은 드러난다. 453  국제법상 개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소속 국가의 역량의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온전히 

희생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실행 역시 국제법상 정의 관념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에 있어서도 추가적 이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50 Supra note 17, Separate Opinion of Judge Bennouna, para. 27. 

451 Ibid. 
452 Thomas Weatherall, supra note 434, p. 1212 참조. 

453 Supra note 17, para.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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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의 결합적 효과 

 

구두 변론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위의 세 가지 논점을 결합하여 고려한다면, 

그 결합적 효과(combined effect)가 발생하는 관계로 이에 기하여 독일의 

주권면제 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아울러 주장하였다. 454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결합의 대상이 되는 논점이 모두 인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황의 결합적 효과에 대해서도 배척하면서, 주권면제란 외국이 

향유하는 권리이자 본안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에서의 비교형량에 따른 결과에 인정 여부를 좌우되게 할 수는 없다고 

다르게 판단하였던 것이다.455  

결합적 효과에 대한 위의 주장에는 국제법상 규범이 피차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상호보완적 이론 구성을 통하여 해석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이탈리아 파기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456  이러한 

주장이 비록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에서는 배척되었으나 그에 대하여 

비교형량 작업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권면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는 해석 방식은 관련 분야에서의 규범 판단과 법리 발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Yusuf 재판관의 반론도 존재하였다.457   

                                          
454 Ibid., para. 105. 

455 Ibid., para. 106. 

456 Supra note 335, p. 670, para 9.2.  

457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s. 26-30. 이 부분에서 Yusuf 재

판관은 흥미롭게도 주권면제의 현 주소에 대하여 기포가 발생하여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스

위스 치즈에 비유하고 있다.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배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주권면

제 범주와 포섭 범위는 각국의 국내법원마다 상충된 해석과 적용을 보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관습국제법에 있어서 불확실하고도 미해결인 영역이 잔존하고 있음을 표상

하는 적절한 비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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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주권면제는 본 사건과 같이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손해배상의 결여가 결부된 흔치 아니한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충되는 국내 사법판결들에 

대한 고정적 틀에 구애되는 형식적 조사나 주권면제에 대한 찬반 분포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458  즉, 형식적 

조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건의 특징과 그 배경적 요소들을 감안한 토대 

위에서 주권면제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459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인 피해자들에게 대체 

가능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안되었어야 

함을 첨언하고 있다.460 

 그리고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이상에 해당되는 인권침해에 있어서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었다는 UN 특별보고자 Theo van 

Boven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이와 대비하여 본다면 주권면제에 국제법상 

불변의 가치가 내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61  최종적으로는 

Yusuf 재판관은 국제 공동체의 인권지향적 가치를 보다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견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주권면제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462      

  앞서 언급하였던 3개의 논점은 개별적으로도 주권면제를 제약함에 있어서 

각각 일정한 설득력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 사유만으로 주권면제를 

주장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가정 하에 결합적 효과가 원용되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가 누적적(accumulative)인지에 관하여 추가적 조사가 사안 별로 

                                          
458 Ibid., paras. 26-27. 

459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 238. 

460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27. 

461 Ibid., paras. 32, 35. 

462 Ibid.,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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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처럼 3개의 논점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간략하게 배척하는 것463은 인권지향적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는 맥락의 범주 내에서 주권면제도 해석되어야 한다는 

Yusuf 재판관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464    

 

V. 비판 

 

1. 주권면제에서의 논점 

 

국제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에서 국제법의 현재 단계에 있어서의 주권면제의 

우위 또는 완전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주권적 공법행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재판 당사국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인식이 합치되었던 관계로, 465  독일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 여지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내 불법행위 문제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법위원회의 해설서466나 2004년 UN 

주권면제협약에 관한 담당 책임자의 언급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판단 도구가 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문서 

등에 의한 주석의 내용이 가사 관습국제법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하여도 적어도 현재는 연성법(soft law)적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463 Supra note 17, para. 106. 

464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57. 

465 Supra note 17, para. 60. 

466 Supra note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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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해설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수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의 취지와 보충적 해석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며 적절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467        

그리고 국가 영역 내에서 외국 군대에 의한 무력 행위가 발생한 상황이 

주권면제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논의들은 어디까지나 명문 규정이라는 

‘제도권’ 외부로부터의 논의이며,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 가변적 논의의 

하나에 불과하다. 여전히 미발효 상태에 있지만 2004년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는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습국제법의 발전 단계와 비교할 때 

문언상 진일보한 측면이 드러나는 만큼, 그러한 내용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추가적 규명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468  

또한 이 대목에서 역내 불법행위의 논점과 관련하여 외국 군대의 행위 

또한 국가와 국가 기관의 행위 범주에 속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에 있어서 외국 군대만을 

유독 별도로 분류하는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Gaja 임시재판관의 

비판469은 국가책임 성립과 주권면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일정한 한계는 

                                          
467 Japser Finke, supra note 295, p. 863. 참고로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는 국제법위원

회 해설서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이의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의가 없었

다는 점, 즉, 무(無)로부터 곧바로 국제 사회의 consensus(有)를 도출한다거나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2항의 ‘조약의 체결에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이는 조약 해석의 보충적 자료로만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논지와 관련

하여서는 supra note 17, para. 69를 참조.    

468 참고로 본 사안 별개 의견에서 Koroma 재판관은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가 관습국제법

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구애되

는 관습국제법보다도 주권면제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한 전향적인 입법 내용으로 평

가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Supra note 17, Separate 

Opinion of Judge Koroma, para. 6을 참조.   

469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Gaja,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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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를 논의한다거나, 또는 

외국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외국 군대의 경우만을 별도로 취급하고자 

한다면, 유럽국가면제조약 제31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논하였어야 한다. 이 사안은 나치 독일군이 자행하였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하여 전후 독일이 국가책임 성립을 부정한 경우가 

아니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신중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Gaja 임시재판관의 논의는 주권면제의 반사적 

효과로서 사실상의 면책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한 취지라고 생각된다. 이는 

“주권면제의 해석 적용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Bennouna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70 아울러 법정지국의 동의에 의하여 주둔하는 외국 군대와 

전시 침략군은 본질적으로 그 범주를 달리한다는 Gaja 임시재판관의 지적은 

매우 예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다수의견이 간과하여서는 안 되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이다.471  

이러한 소수의견과 관련하여 동 재판소의 논지는 주권면제 취지와 그 

보호법익이라는 견지에서 정당화된다고 하면서, 보호 대상이 되는 법익이란 

우호적 국가관계의 유지인 것인바 일국의 사법부가 이와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권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472 이 견해에서는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기타 ‘보험에 의한 전보 가능성’이 문제되는 일상의 사무관리적인 

                                          
470 Supra note 17, Separate Opinion of Judge Bennouna, para. 27. 

471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Gaja, para. 9. 

472 坂巻静佳, supra note 301, pp. 128-129. 이는 주권면제를 종래의 틀을 고수하려는 지난 

세기의 접근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피해자 개개인의 재판상 권리 구제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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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방위, 외교에 관련되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구분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의 개별적 해결이 보험사고의 처리와 

유사하므로 양국의 우호 관계와 국가 기능에도 큰 부담이 없겠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밀, 안전보장 등이 관련되어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규모나 액수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심리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473 

흥미롭게도 이 견해는 국제법위원회의 해설서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되었던 시기에 이탈리아 행정부가 표명하였던 입장과도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이 향유하는 주권면제 항변을 배척하였던 이탈리아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에 대하여 정작 이탈리아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는 지적 474 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비당사자로서 소송에 독립 

참가하였던 그리스에서도 이탈리아의 경우와 유사하게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판결의 집행 허가를 불이행하는 등 주권면제에 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입장 차이가 이 국면에서 확연히 드러난 바 있었다.475 이는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최선의 수호자라는 전제가 항상 부합되는 것이 

                                          
473  Ibid.. 이 견해는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와 관련하여 국제법위원회의 해설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유사하다. 그리고 군대 활동으로 야기되는 피해가 대규모인 관계로 사법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지를 비판한 Gaja 임시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이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도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74 Markus Krajewski and Christopher Singer, “Should Judges be Front-Runners? The ICJ, 

State Immunity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Max Planck UNYB 16 

(2012), p. 32; Lori Fisler Damrosch, “Changing the International Law of Sovereign 

Immunity through National Decisions,” Vanderbilt Journal of Transitional Law, Vol. 44 

(2011), p. 1199. 특히, Krajewski 등은 이 부분에서 이탈리아 행정부의 소극적 자세는 자국 

군대가 국외에서 자행하였던 전시 가혹행위에 대하여 자국을 상대로 하는 유사 소송이 재연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475 Supra note 17, par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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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피해자의 ‘본국’조차 자국의 

주권의 대외적 완전성과 불가침성의 확보 여부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476  

이러한 법적 갈등과 더불어 살펴보자면, 이탈리아의 경우에 1990년대 말 

발칸 반도에서의 Kosovo 사태가 격화되던 시기에 당시의 신유고 연방 수도 

베오그라드의 방송국 시설에 대한 NATO의 공습 작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477  하지만, 당해 공습 작전으로 인한 세르비아 인 희생자 

유족들이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에 당해 사안을 제소하기에 이르자, 정작 

이탈리아 파기원 전원합의체(Sezioni Unite)에서는 이탈리아의 헌법 

기관(행정부)이 NATO의 군사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 이로부터 기인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기타의 국제 법원에서의 심사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탈리아 

사법부에게는 그에 관한 심사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478  

비록 이탈리아 행정부에서 주권면제가 아니라 ‘국가행위(act of state)에 

기인하는 항변’을 제기하였던 사안이었지만,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사실 관계와 일정 부분 

공통점이 존재하였던 본 사건에 있어서, 이탈리아 사법부의 청구 기각 

결정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군사 작전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에 있어서도 선별적 이중 잣대(double standard)가 

적용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479 이러한 병렬적 사례에 대하여 

                                          
476 Markus Krajewski and Christopher Singer, supra note 474, p. 32. 

477 Case of Markovic and Others v. Italy (Application no. 1398/03) (ECtHR) (2006), paras. 

11, 14.  

478 Ibid. para. 18. 

479 Sharon Weill, The Role of National Courts in Apply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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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법부가 일관성을 유지하고서 피해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을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원심에 있어서의 논리적 

근거도 보다 공고하였으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행정부는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국 사법부의 주권면제 부인 판결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심리 단계에서는 피해자인 자국민들의 

청구권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옹호,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480 외국에 의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자국 희생자들의 권리를 옹호,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국의 행정부조차 

유·무형의 난점을 이유로 위의 경우처럼 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점에서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481  

‘사법에의 접근’을 통하여 피해자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외국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인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즉, 

삶의 본래적 모습으로 최대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 간의 국제법 

상의 이견이나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함의는 어디까지나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원심에 있어서 본안 단계로 

나아간 이탈리아 국내 법원을 비판하기에 앞서 전쟁범죄에 기인하는 배상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피해자 개인의 처지, 즉, 외국의 주권면제 

실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처지가 우선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국인 독일 측에 1차적 책임이 

존재하며, 자국의 사법부와 실행의 궤를 달리 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62, 178. 

480 Markus Krajewski and Christopher Singer, supra note 474, p. 32. 
481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Gaja, para.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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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이탈리아 특히, 그 행정부도 2차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보인다. 482  이와 같은 사항을 도외시한 채로 이탈리아 국내 법원이 

전시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사법적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음을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독일이 주장하는 것은 주권면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법익인 상호 평등한 국가 관계의 안정이나 우호의 확보와는 괴리가 있으며, 

오히려 국제법 제도를 엄폐물로 사용하여 독일이 자국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된다.483  

  그리고, 역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경향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Koroma 재판관은 

자신의 별개 의견에서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해설서를 인용하면서, 본 조항은 외국 군대가 개입된 상황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다수설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484 그렇지만 Koroma 재판관은 

주권면제 실행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한층 더 나아가 해설서의 취지상 

조약 입안자들이 의도하였던 동 협약 제12조의 적용 범위는 보험 회사들이 

주권면제 제도라는 엄폐물을 구실로 삼아 책임의 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각종 교통 사고 수준의 사건들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자의적, 

                                          
482 원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재량 사항이다. 하지만, 외국이 자행한 국

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말미암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재량권이 영으로 수렴한다는 취지로 이론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83 국제법상 위법 행위에 기인하는 국가책임은 역시 국제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정도이다. 

하지만, 외국 국가가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권면제가 확보하려는 법익인 우호 관

계와 그 훼손의 우려를 주장한다면, 이는 이미 법적 논리의 전개를 일탈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된다. 또, 주권면제에 대한 과도한 원칙주의의 미명 하에 최후 수단으로서의 ‘사법에의 접

근’ 시도를 편리주의적 forum shopping이라고 평가절하한 독일의 언급도 이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supra note 17, Separate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76 참조. 

484 Supra note 17, Separate Opinion of Judge Koroma,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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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지향적 논리까지 전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485  

  Koroma 재판관의 별개 의견을 달리 정리하면, 보험을 통한 전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미한 사안에 국한하여 보험 회사들의 책임 면탈을 방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주권면제 예외를 인정하고, 정작 비난가능성이 큰 정치적 

속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상 등을 통한 ‘국가 간 프로세스’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우선, 외국 군대의 경우는 논외로 

치더라도 Koroma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문언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에 드러나 있었던 전향적인 내용은 주권적 공법행위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게 됨은 물론이고, 상업적 사법행위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주권면제 부인이 용인되는 수준으로까지 

관련된 실행이 후퇴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행규범의 점진적 확산과 

국가적 맥락과는 독립된 개인의 재판상 구제 시도가 증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기존 주권면제 제도 역시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을 당해 

사건의 경우는 물론이고 그 외의 주권행위 심지어 사법적 행위에 있어서까지 

보험 회사의 책임 면탈 우려라는 작위적 사유까지 거론해 가면서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는 Koroma 재판관의 논지는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엄중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은 UN 주권면제협약 등의 해석을 통하여 

현대 국제법이 달성한 발전 양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를 퇴보시킨 측면이 존재한다.486 이는 종래의 제한적 

                                          
485 Ibid. Koroma 재판관은 결국 면제 제도가 면책에 이르는 ‘비상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예로 든 것이지만, 이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나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비상구’ 패턴이다. supra note 433 참조. 
486 Lori Fisler Damrosch, supra note 474, p. 1198. Damrosch는 이 논문이 나왔던 2011년

의 시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던 이 사건에서 일정한 논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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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이론의 틀에서 거의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수준보다도 후퇴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기는 등, 현대 국제법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불완전한 판결이었다. 이에 더하여 이탈리아 국내 법원이 장기간 

미해결의 위법 상태를 해소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마련하였던 ‘배상의 

장’의 법적 근거를 부인한 격이 되었다.487 따라서 향후, 유사한 논점이 국제 

재판에서 부각될 경우에는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법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차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에서의 논점 

 

강행규범 위배와 그에 필적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실체법, 절차법의 종래의 이분법을 고수하고 

현대 국제법의 발달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488  이 점에 대하여 이탈리아는 

형식적으로는 적용의 국면이 다른 이분법이 통용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상환 이행관계로 의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대안적 이론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시의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피해는 수직적 규범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행위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탈리아 국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결

정하는 사법적, 준사법적 기관의 권한에 대하여 개입하는 판단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487  Ibid. 하지만 초국가적이고 보편적인 강제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주권면제 제도야말로 국제관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지적도 존

재하였다. 그러한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Martin Ney, “Sovereign Immunities of States: A 

German Perspective,” in Peters, Anne, Evelyne Lagrange, Stefan Oeter and Christian 

Tomuschat (Eds.), Immunities in the Age of Global Constitutionalism (Brill/Nijhoff, 2015), 

p. 39을 참조. 

488 Lori Fisler Damrosch, supra note 474, p.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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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의 극복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이론적 보완이 구비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전향적 모색을 시도하기보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기반한 국가 실행의 현상 유지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해석에 대하여 그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까지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적 우위를 점하는 그 외의 소극적 입법이나 

실행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489 하지만 강제노동 같은 전시범죄와 

유사한 사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권면제 실행을 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다른 통상적 범주의 주권면제 사안을 검토한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 

참고 사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았어야 한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군사적 활동에 기인하는 영역 내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의 사전 허가 없이 영역 내로 들어온 군대 구성원에 의한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주권면제 부여 또한 광범위하게 수용된 

국제법의 견해인바 지역적 차원의 협약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던 

유럽인권재판소의 하나의 선례를 강조하고 있다. 490  그런데,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되었던 ‘McElhinney 사건’에서는 강행규범의 위반 

행위나 그에 필적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정황이나 

잔혹행위(delicta imperii) 491 가 드러난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는 외국 군대 구성원이 통상의 공무 수행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던 ‘불상사’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492  즉, 영국-아일랜드 간의 국경 

경비라는 공무수행, 즉, 본래적인 주권적 공법행위에 부합하는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던 와중에 발생하였던 사안이었으므로 국가행위의 

                                          
489 Supra note 17, paras. 62-79; Separate Opinion of Judge Koroma, para. 6 참조. 
490 Supra note 17, para. 72. 

491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 참조. 

492 Case of McElhinney v. Ireland (Application no. 31253/96) (ECtHR) (2001), para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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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이분법에 의하더라도 포섭의 범위와 사건 처리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었다.493  

  이러한 통상적인 범주의 사안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과 같이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문제되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판단 

준거로 채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의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그에 수반되는 주권면제 위상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McElhinney 사건’의 과정에서 원고가 재판상 주장하였던 영국 경찰에 의한 

총격 위협이라는 것도 원고가 원인 제공을 하였음에 기인한 자초위난에 

가까웠던바,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거론한 것은 단순히 ‘외국 

군대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 시의 주권면제의 향방’라는 명제, 도식에만 

함몰되어 형식적 판단으로만 경도되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경을 

넘어 일응의 ‘주권적 공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공통 분모를 제외하고서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과는 어떠한 교집합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494 그러므로 ‘McElhinney 사건’은 도리어 원고 측의 실익 없는 소 

제기로 인하여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전형적인 

‘판결의 정석’으로 원용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한 격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당해 이론의 토대만 강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495  

                                          
493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149, p. 614 참조. 

494 그리고 독일이 자행한 강제노동에의 동원을 아예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조차 되지 아니

하는 잔혹행위로 이론 구성하게 될 경우, 미약한 접점마저 존재하지 않게 된다.    

495 Ibid. 이 사안은 영국(연합왕국)과 아일랜드 간의 특수한 국경 관리 체제인 공동여행구역

(Common Travel Area)이 관계되는 사안이기도 하였다. 특히, 육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영국

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에서는 1990년대 당시에도 이미 오랜 기간 최소한의 검문 

만을 실시하여 오던 상황이었다. 휴무일에 북아일랜드 County Derry 지역을 방문하였던 아일

랜드 경찰공무원이 트레일러 부착 차량을 몰고 바로 인접 지역인 아일랜드 Donegal 방면으로 

복귀하던 중 국경 인근 영국 측 검문소 방벽에 충돌하게 되자 근무 중이던 영국군의 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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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강제노동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통상적 범주 내의 판결례를 

주권면제의 부인에 대한 소극 실행을 표상하는 대표적 실행으로 거론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피해자인 ‘이탈리아 출신 군사 

피억류자’들에 대하여 국제적 실행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구제 가능성이 

없으니 사실상 이를 포기하라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는 바로 20세기의 제한적 주권면제의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 양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 중에서 일정한 

경우를 ‘비상업적 불법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FSIA 등 

선구자적인 입법이나 기타 연성법적인 실행에 대하여 간과하였다는 지적 

역시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496        

전쟁범죄로부터 기인하는 피해자 개인의 사법상의 구제 시도는 국가책임의 

성립과 그에 따른 외교적 보호권 행사, 외교적 협상 혹은 국내외에서의 관련 

입법 등 상정 가능한 일체 수단을 경유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또한, 

외국을 상대로 한 피해자 개인의 제소는 개인적 차원에서 예외적 자력구제와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와중에 당해 영국군을 치어 

차량 후방의 트레일러 견인봉 방향으로 전도시키자, 전도된 채로 공포를 느낀 영국군이 차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발포하였던 것이다.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차량이 정지

하자 당해 영국군이 운전자 등을 다소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아일랜드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

자 등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아일랜드 측 조사에서는 운전자에게

는 검문소 사고 현장에서 이탈 시에 “regrettable degree of recklessness”가 있었다고 판단

하였던바, 그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경찰관은 영국군의 발

포와 하차 후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음을 이유로 당해 군인과 

영국을 상대로 아일랜드 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주권면제를 둘러싼 사안이 유럽인권재판소

(ECtHR)에까지 가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원심과 관련하여서는 McElhinney v. Williams and 

Her Majesty’s 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Ireland: Supreme Court) (1995), 

International Law Report (ILR), Vol. 104, p. 691 이하 참조.           

496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149,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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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본안 판단의 여지를 제공하는 

국내법원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책임법 초안’에 따른 대응조치497로서의 구성 

여지도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즉, 가해국에 대하여 관습국제법에 기한 의무, 

즉, 원칙적으로 외국의 주권면제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당분간 유예한다는 

주장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498  이는 

독일이 문제가 된 강제노동에 대하여 국제인도법 위반 자체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관할권 행사가 법적 구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할권 행사는 독일의 주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 인권의 고양과 국제인도법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Yusuf 재판관의 반대의견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499  그와는 별도로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죄’에 연루된 자나 국가에 대하여 관련 면제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 예양에 배치된다고 평가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권면제를 부여하는 관습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논의 

전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500  

주권면제이론의 역사는 국가 주권의 일방적, 절대적 관철이 아니라 

주권면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가 주권적 공법행위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UN 주권면제협약 

제12조의 내용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497 국가책임법 초안 제49조;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p. 228-230 참조. 

498 Patricia Tarre Moser, “Non-Recognition of State Immunity as a Judicial 

Countermeasure to Jus Cogens Violations: The Human Rights Answer to the ICJ Decision 

on the Ferrini Case,”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 (2012) 3, 809-852, p. 814 

참조.  

499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59 참조. 
500 Supra note 3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ara.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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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에서 이루어진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 시도는 계승되어야 

할 실행이며, 향후의 관련 주권면제의 이론적 수정과 실행의 변화 범위, 

양태를 예측하도록 하는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 원심에서 논의되었던 위반의 중대성, 강행규범, 최후 

수단성, 그리고 상황의 결합적 효과에 있어서 앞의 유형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 종국적인 결합적 해석을 예정하고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좋았으리라 판단된다. 즉, ‘최후 수단성’을 위반의 중대성 및 강행규범과 

‘주권면제의 부인’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교량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론 

구성을 하였어야 한다.    

  결국, 국가책임의 관철이라는 과제와 결부시켜 양자의 ‘상환 이행’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논점은 

상당한 부분이 미해결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다. 501  그리고 이는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의 국내적 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제동을 걸게 된 중대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3. 기타 논점 

 

이렇듯 국제사법재판소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은 전시배상문제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지속적으로 현안이 되었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사점을 제공하는 선례라고 생각된다.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기인하는 피해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서도 주권면제 제도라는 장애물이 

종국적 권리 구제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함을 예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501 Supra note 17, Separate Opinon of Judge Bennouna, par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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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502 단,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기되었던 일련의 ‘황금주 사건’에서는 

일본 당국의 ‘위안소 운용’이 ‘commercial activity’에 기인하는 주권면제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배척되는 등, 결국, FSIA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일본 측의 주권면제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패소한 

바 있었다.503    

  다만, 최근에 이르러 일제 강점기 말기에 소위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어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전개이다. 504  2013년 8월 13일에 이들 피해자는 일본 

정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 및 

위자료에 대한 1945년 8월 15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2013머50479)”505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고 법원이 명시한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무대응 자세로 일관하자 피해자들은 조정 절차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소송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506  2016년 1월 

기준으로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34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507     

                                          
502 Patricia Tarre Moser, supra note 498, pp. 814, 849 참조. 

503 Supra note 313 참조. 

504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자 인터넷 기사 – “위안부 할머니들 정상회담 앞두고 日 상

대 정식 소송”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7/0200000000AKR20151027051400004

.HTML?input=1195m) (last visited on 2 June, 2017) 

505 이영진,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4), p. 326. 

506 Supra note 504. 

507 연합뉴스, 2016년 1월 29일 자 인터넷 기사 – “법원,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소송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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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의 조정 절차에서 신청인(피해자)들은 피신청인(일본)이 종군 

위안부의 동원을 통하여 자행하였던 불법행위가 “첫째,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국가면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둘째,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국가면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며, 셋째, 심지어 주권적 

공법 행위인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관계로 국가면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508고 주장한 바 있었다. 신청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종군 위안부 동원 

행위의 심각성과 폐해를 감안할 때,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509 특히, 마지막 

논지인 ‘주권적 공법행위 여부에 대한 의심’은 강행규범 위반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행위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단서라고 생각되며, 제3의 

국가행위 유형으로서의 ‘잔혹행위’ 개념의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해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2015년 12월 당시 ‘한국-일본 외무장관 간의 공동기자회견’ 510 을 

통하여 소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존재하였고 뒤이어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치유 조치’가 천명되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9/0200000000AKR20160129201000004

.HTML?input=1195m> (last visited on 2 June, 2017) 

508 이영진, supra note 505의 논문, p. 327. 

509  하지만 이러한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미권의 국내법원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 등에서 국제법규나 관습국제법으로 승인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정치적, 인도적인 해결이나 조정 및 화해 절차 등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ibid., p. 350 참조.  

510 外務省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2015.12.28) 참조. 

<http://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last visited on 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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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511  하지만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기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에 의한 치유금의 수령 여부를 

두고서 생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부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왔으며,512 

2017년 5월에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이유로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재협상, 수정 의지를 천명하는 등 급격한 

사정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513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정세의 변화가 상기 재판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는 위안부 

할머니 측의 주권면제 부인 주장을 염두에 두고서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국내적 대응: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1. 위헌제청의 경위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점에 있어서도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에서는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511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14 일 자 인터넷 기사 – “위안부 재단 "피해자 29명 현금 수령 원해 - 

내주부터 지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4/0200000000AKR20161014115100005.HTML?input=

1195m > (last visited on 2 June, 2017)  

512 연합뉴스, 2017년 5월 25일 자 인터넷 기사 – “강경화, 위안부 면담 공언 – 인권전문가의 

새 접근법 ‘주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5/0200000000AKR20170525150200014

.HTML?input=1195m>  (last visited on 2 June, 2017)  
513 서울경제, 2017년 5월 29일 자 인터넷 기사 – “정부 “위안부 합의, 국민 다수 수용 못해” 

첫 공식화” 

 <http://www.sedaily.com/NewsView/1OG41F2Z6T> (last visited on 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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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렌체 지방법원은 일련의 

논점에 대하여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견지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2014년 

1월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본 제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에 결정을 내렸다.514  

본 결정은 UN 헌장의 적용에 관한 1957년 법률 제848호 제1조, 

이탈리아의 UN 주권면제협약에의 가입 515 과 그에 따른 국내법 질서의 

개정에 관한 2013년 법률 제5호 제1조부터 제3조까지가 이탈리아의 헌법 

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516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국제법 517 을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국내법 질서로 편입한 

‘규범’이 나치 독일(제3제국)이 자행하였던 ‘주권적 공법행위’ 518 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재판관할권을 적어도 법정지국 내에서 부인하는 

한도에서 위헌인지 여부,519 둘째, 1957년 법률 제848호 제1조가 UN 헌장 

                                          
514 Corte Constituzionale Sentenza N. 238 ANNO 2014, 

<http://www.cortecostituzionale.it/actionSchedaPronuncia.do?anno=2014&numero=238> 

(last visited on 2 June, 2017). 본 결정의 이탈리아어 원본을 정본으로 하여 비공식적 영어 

번역본을 함께 참조함. 

515 Supra note 267 참조. 이탈리아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후 1년이 경과한 2013년 5월 6일

에 당해 결정에 대하여 준수, 이행하는 일환으로 UN 주권면제협약에 가입하였다. 

516 Supra note 514, Sentenza 도입부. 

517 판결 원문에서는 이를 관습국제법(consuetudine internazionale)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국

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예단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정 의

견을 현재 시점의 관습국제법으로 단정하여 언급함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바로 뒷부분

에 있어서도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행위를 일단 ‘주권적 공법행위’로 표현하고서 논의하는데, 

단순한 잠정적 분류로 판단하고서 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518 Supra note 17, para. 60.  

519 Supra note 514, Ritenuto in Fatto, par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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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520 를 편입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내 재판관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적어도 이탈리아의 

영역 내에서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주권적 공법행위’,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한도에서 위헌인지 여부 521 가 

우선 문제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UN 주권면제협약의 가입과 관련된 2013년 법률 제5호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이탈리아 국내 법원 재판관들로 하여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 헌법 제2조, 제24조에 비추어 

볼 때, 나치 독일의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 위헌인지도 문제되었다.522  

  상기 위헌심판을 제청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2012년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 받게 된 자국의 주권면제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고자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에 유사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를 타개하려 하였다. 즉, ‘Ferrini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이 소송 계속 

중인 각급 법원에 직접 출정하여 이탈리아 사법부에게는 나치 독일 시기의 

전쟁범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재확인하려 시도하였던 것이다. 523  다시 말해, 

주권면제에 관한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판시 내용은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서도 엄숙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유사 사안에 관한 심리가 속행되거나 

신규로 계속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독일 측 주장이었다.524  

                                          
520 동조 제1항: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521 Supra note 514, Ritenuto in Fatto, para. 1-2). 

522 Ibid., Ritenuto in Fatto, para. 1-3). 
523 Ibid., Ritenuto in Fatto, para. 1.1. 

5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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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일련의 이탈리아의 조치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는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장에 상응하여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일국의 군대나 기타 

기관에 의하여 타국 영역 내에서 자행되었다고 주장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도 문제의 국가에게 주권면제를 부여할 것을 

관습국제법이 요구”한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2004년 판례525의 기조를 변경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526  이탈리아 파기원이 이렇듯 입장을 전환한 것은 

종래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관습국제법이라는 도식을 옹호한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다수의견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법자제이론으로 그 

입장을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담당 판사는 설사 상기 국제판결에서 재확인하였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기한 실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독일의 법질서 하에서 이미 

국내적 구제의 방도가 봉쇄되었던 관련 피해자들에게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 

있어서조차 사법적 구제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이는 

이탈리아 헌법적 질서라는 견지에서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논점을 

보완하고 나서 본 위헌제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527  

                                          
525 Supra note 335 참조.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인 2008년과 2011

년의 이탈리아 파기원의 입장도 2004년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설시 하였으며, 오히려 이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Elisabetta Lamarque, “Some WH 

Questions about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on the Rights of the Victims 

of Nazi Crimes,”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Vol. 9, Issue 2 (2014), p. 202 참조. 

526 Supra note 514, Ritenuto in Fatto, para. 1.2. 위헌제청을 한 판사는 이 부분에서 일찍이 

1979년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국제법과 이탈리아의 국내법 질서가 상충될 경우에는 후

자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국제조약은 이탈리아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약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기조

를 유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5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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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전개에 대하여 위헌 심사의 과정에서 정작 이탈리아 각료평의회 

의장528이 정부법률자문기구529의 도움을 받아 위헌심사 과정에 개입하였는데, 

그는 본 사안에 관련된 위헌심사는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30  즉, 이탈리아 행정부 수반이 본 위헌제청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그는 현행 이탈리아 

헌법보다 선행하여 존재하여 온 국제법상 개념인 관습국제법을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 재판관할권의 존재 여부의 확정은 본안 심리 

단계에서의 실체적 판단에 우선하는 선결적 문제라는 점을 주장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531  

  이탈리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독일과 이탈리아 간 마찰을 회피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바, 이러한 

입장은 2013년 5월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UN 주권면제협약 가입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었다. 532  이렇듯, 이탈리아 행정부와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2012년의 국제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고 반영함으로써,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법에의 접근’ 여지를 한층 차단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던 

시점에서 이에 대한 헌법적 심사 필요성을 내다본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에 

의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결정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보면,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528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이탈리아 내각 수반, 즉, 수상의 공식 명칭).  

529 Avvocatura Generale dello Stato. 

530 Supra note 514, Ritenuto in Fatto, para. 2. 

531 Ibid. 

532 Supra note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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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결정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 반영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행정부와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 

이유로 이탈리아의 헌법적 질서 하에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전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던바, 문제가 된 제청 사안들은 여전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533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의 근본 원리와 불가양적 

인권이 “이탈리아 법질서가 따라야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을 

도입함에 있어서 있어서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34 그리고 교황청과의 ‘라테라노 협정(Patti Lateranesi)과 

정교화약(Concordat)의 이행 법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EU법 체제로의 

가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근본 원리와 불가양적 인권은 해석의 

척도로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도 주목할 만 하다.535 특히, 

EU법 체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헌법 체계의 원리와 불가양적인 

인권이 ‘대항한계(controlimiti)’의 역할을 수행536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EU의 법제가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법 제도와 인권 체계의 본질적 내용과 

저촉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EU 법의 우월적 지위를 부인하고 

이탈리아 법체계의 근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파악되는 

법적 장치였다.537  

                                          
533 Supra note 514, Considerato in Diritto, paras. 2.1, 2.4, 3.2, 3.3. 

534 Ibid., para. 3.2. 

535 Ibid. 

536 Ibid. 

537 庄司克宏 · 東史彦「イタリア憲法における人権保障と欧州人権条約」 政経研究 第五十巻

第四号（2014）, p.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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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이행 문제를 당해 국제 

판결의 수용이라는 측면에 더하여 EU와 그 회원국 간의 판결 내용의 이행과 

조정으로도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특징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Ferrini 사건’에서의 파기원의 판결과는 달리 주권면제에 관한 현재적인 

‘관습국제법적 규칙’의 실체적 내용과 그 범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헌법상의 근본 원칙에 입각한 판단으로 나아갔다는 점인데, 그 

이유로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지지하였던 관습국제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헌법적 가치 체계 속에 고유한 ‘대항한계’가 존재하는 연고로 이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는 이탈리아의 법체계로의 편입 자체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던 것이다.538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 상의 ‘대항한계’ 이론이 

명시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539  현대 국제법에 있어 상정 가능한 발전은 주권면제 

이론에서도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권리로서의 

‘사법에의 접근’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과 헌법 규정 사이의 충돌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유용한 척도를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540 부연하자면, ‘대항한계’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국제법의 

                                          
538 Giuseppe Cataldi, “La Corte costituzionale e il ricorso ai ‘contro-limiti’ nel rapporto 

tra consuetudini internazionali e diritti fondamentali : oportet ut scandala eveniant,”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 42 ; Elisabetta Lamarque, supra 

note 525, p. 204. 

539 Riccardo Pissillo Mazzeschi, “La sentenza n. 238 del 2014 della Corte costituzionale 

ed i suoi possibili effetti sul diritto internazionale,”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 39. 

540 Ibid., pp. 28, 30. 특히, Mazzeschi는 ‘사법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논리 전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하여 주권면제의 국제적 기준이 실체적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법과의 관계에서도 충돌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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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발전 방향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종래의 관습국제법적 실행에 대하여 

헌법적 근본 가치의 수호를 위한 일단의 예외의 확립을 촉진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541 

여기서 예외의 대상이 되는 관습국제법적 실행이라 함은 “국가는 자신의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정당화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542  그리고, 인권 보호에 관련된 한도에서는 가해국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여하는 종래의 관습국제법의 포섭 범위에 있어서도 장래의 

점진적 축소(ridimensionamento)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역시 이 견해에서 부가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543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논의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안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이 서로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 사안은 국제 판례의 국내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발생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단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물론, 위와 같이 

일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국내법 질서 속에서 확인되었던 쟁점이 

국제법 질서에 재차 부분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부단한 상호작용에 따른 세부적 조정의 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실행 자체로 곧바로 관습국제법이 약화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544   

                                                                                                                
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541 Ibid. 

542 Ibid., p. 27. 

543 Ibid., p. 29. 

544 Ibid. 이 부분에서는 국제법의 준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관습

국제법의 원칙에 대하여 주권면제의 경우에는 축소(ridimensionamento)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약화 내지 퇴조(indebolimento)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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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논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법에의 접근’은 

주권면제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놓이는 기본적 가치라는 사실,”545 “둘째, 

그러한 우월적 지위는 기본권의 사법적 보호와 주권면제 사이의 가치를 상호 

비교형량 함으로써 도출되었다는 사실,” 546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범죄의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의 전형적인 행사 태양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권면제의 규범은 이러한 경우까지는 포섭하지 아니한다” 547 는 취지로 

정리를 수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첫째, 이탈리아의 UN 주권면제협약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국내법 

질서의 개정에 관한 2013년 법률 제5호 중의 제3조 548 에 대하여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다. 549  둘째, 1957년 법률 제848호 제1조가 UN 헌장 

제94조를 편입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내 재판관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어도 이탈리아의 영역 

내에서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공법상의 주권행위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한도에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다. 550  다만, 

                                                                                                                
이는 다소 과도한 비약으로 판단된다.   

545 Ibid., pp. 39-40. 

546 Ibid. 

547 Ibid. 이 부분의 논의는 2000년에 그리스 최고법원(Areios Pagos)이 일찍이 지지한 바 있

었던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 이론의 전제이다. 즉,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범죄의 경

우에 ‘주권적 공법행위’에 대한 해당성 자체를 결론적으로는 부인한 셈이다.  

548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3년 법률 제5호의 제1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Supra note 514, Considerato in 

Diritto, para. 2.4을 참조. 

549 Ibid., para. 6-1).  

550 Ibid., para. 6-2). 이 부분의 논점은 2014년 결정에 뒤이은 2015년 2월 이탈리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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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국제법을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 질서로 편입한 ‘규범’이 나치 

독일(제3제국)이 자행한 주권적 공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적어도 

법정지국 내에서 부인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수용하지 아니하였다.551  

 

3. 평가 

 

상기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현 주소와 그 작용에 

대하여 재차 물음을 던지고 제동은 걸었던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항한계’의 작용은 국내법 체계에 대응하는 

국제법의 작용을 이원론적으로 환원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결정의 근본적 배경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여과 없이 이탈리아 

법질서에 수용될 경우에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조리(불의), 즉, 강제노동과 

이송이라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손해가 배상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 의한 전후 배상의 범주 외곽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법적 구제를 시도하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논리대로 주권면제를 

이유로 저지하고자 한다면, 이들에 대하여 이탈리아 사법부에서의 최후의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지하게 되기 전에 상당한 배상조치가 선행되었어야만 

정당성이 담보되었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전시 포로들에 대한 강제노동에 

                                                                                                                
판소의 명령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Corte Constituzionale Ordinanza N. 

30 ANNO 2015, <http://www.larassegna.isgi.cnr.it/en/docs/order-of-the-constitutional-

court-no-30-of-11-february-2015/> (last visited on 1 July, 2017). 본 명령의 이탈리아어 

원본을 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참조. 

551 Supra note 514, para.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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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탈리아 파기원이 주권면제를 부인하였던 선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사국의 협상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552 만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에 있어 미흡하였던 이탈리아 정부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면,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일종의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다만 내부적 책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시도할 

여지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권면제이론에 관한 2012년 결정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관습국제법이라고 판단한 대목에는 ‘지난 세기’라는 조건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로 인하여 주권면제 실행 증거로서의 각국의 실행에 

있어서도 현대 국제법상의 인권과 규범 서열의 함의는 계속 간과되고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 영역이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주권면제의 실행이 변화에서 언제까지나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대 국제법의 인권적 함의를 사실상 무력하게 만들었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대항한계’의 논리 전개 하에 

2014년에 국내적 차원에서 저지되었다는 사실로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례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주권면제를 옹호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정한 국제판결의 수용을 위의 헌법재판소가 거부한 

것만으로는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특정 

행위로 표출되어야만 위법행위가 된다.553     

  물론,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의할 시사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라 하더라도 나치 독일의 범죄로 

인한 희생자들이 소송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일 자산에 

                                          
552 Massimo Iovane,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No. 238 and the Myth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4 (2016), p. 603 참조.   

553 Ibid., pp. 59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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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집행 또는 가처분이 가능할 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점,554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독일에 대한 소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 주관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심사 기능을 실체 법원에 

대하여 보장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의되어야 하는 점이다. 555  즉,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내적 차원에서 상당한 고령인 피해자들이 

‘Ferrini 사건’과 같은 출발선에서 제소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새기면 족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확인되었던 사항은 사실심에 관련된 원리로서 일련의 

강제조치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556  그 외에 독일이 전쟁범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기본 원칙과 그 적용 가능성은 한정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회의적인 지적도 존재하고 있다.557    

하지만, 주권면제의 실행과 관련한 전향적 추세는 오히려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판결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던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원심 사안에서 보다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러한 국내의 원판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누차 

언급한 ‘대항 한계’의 내용이 국제 판결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는 이익 

형량에 있어서의 일방 이익의 구성요소라는 점, 그리고 국제 판결이 

‘이탈리아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저촉되는 경우에 국제법 질서에 대응하여 

                                          
554 Elena Sciso, “La regola sulla immunità giurisdizionale dello Stato davanti alla Corte 

costituzionale,”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 78. 

555 Ibid. 

556 Pietro Pustorino, “La sentenza n. 238 del 2014 della Corte costituzionale: limiti e 

prospettive nell’ottica della giurisprudenza italiana,”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 52.  

5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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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보루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558 그리고 

국제법 질서의 수용에 있어서의 이탈리아 공화국의 기능을 헌법 질서에 

모순됨이 없이 작용하도록 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559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와 유족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위하여 나치 독일에 의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발생지인 이탈리아 영내에서 면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후속 

민사소송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평가된다.560 또, 국제법과 국내법 질서 간의 

구분에 착안하여, 중대한 불법행위의 가해국들에 대하여 주권면제는 더 이상 

면죄부가 아님을 선언할 정도의 과단성도 보이고 있다.561 주권면제의 작용을 

확정하고 제약하는 이탈리아의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드러난 실행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에서의 적절한 주권면제의 운용을 

반영하는 각국의 국내적 실행이 향후 이론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탈리아 헌법 상의 수용에 있어 허용 한계를 획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전쟁범죄 피해자에게는 최후 수단인 

국내 법원에서의 구제 시도를 배척한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판결’과 

                                          
558 江原勝行 「イタリアにおける慣習国際法規範の遵守義務と合憲性審査 国家主権の制限に関
する「対抗限界」論の新たな地平」アルテス リベラレス （岩手大学人文社会科学部紀要） 第 

96 号 (2015), p. 79. 

559 Ibid., p. 80. 

560 Marco Longobardo, “Case Note: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gainst State 

Immunity When International Crimes Occur: Thoughts on Decision 238 of 2014,”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2015), p. 269 참조.  

561 Ibid. 이 부분에서 Longobardo는 당해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이탈리아

가 UN 주권면제협약으로부터 재차 탈퇴하여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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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은 향후의 국내적 수용에서 있어서 이탈리아에서와 유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당해 2012년 

국제 판결 이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시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그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내적으로도 통일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 그룹에 있어서 국내 기관들 간의 의견 불일치 현상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일변도의 실행 추세는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고유한 사법권에 있어서의 제약을 강요하게 되는바,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국가 내부적 차원에서부터 마찰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히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행 거부라는 수준에서 논의가 머무르면 안 될 

것이며, 향후의 국내 사법권 운용에 있어서 주권면제 제도와의 관계를 획정,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전시 강제노동에 기인하는 피해자 

구제를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실행보다 우선시하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전후의 국제인권법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제2절 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 관련 사례 

 

Ⅰ. 의의 

 

일련의 국제재판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지난 세기 후반부터 강행규범에 

저촉되어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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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562 그 중에서도 고문은 강행규범 위반의 대표적 유형으로 종종 

언급되어 왔으며, 국제 판례 차원에서는 1998년 구유고 국제형사법원의 

‘Furundžija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 최초로 고문 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563 한편, 고문은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f)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러한 일환으로 민간인에 대한 고문을 행하게 되면 별개의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고문 유형에 관련된 고전적인 국내 판례로서 1984년까지 미국의 

국내법원에서 문제되었던 ‘Filártiga 사건’564이 있는데, 여기서는 “민사책임의 

견지에서 볼 때, 고문을 행한 자는 해적이나 노예 무역상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인식됨” 565 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여기에서 ‘인류의 적’이라는 언급은 고문에 대하여 

첫째, 해적, 노예무역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둘째,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나아가 해적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단죄 가능성도 존재함을 

예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일련의 ‘Filártiga 사건’ 566 은 문제의 고문 행위가 미국 밖의 

파라과이에서 자행되었으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파라과이 국민으로서 

                                          
562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329. 

563 Supra note 117, paras. 144, 153-156.  
564 Filártiga v. Peña-Irala, 577 F. Supp. 860 (E.D.N.Y. 1984) 

565 Ibid., 863. 
566 Filártiga v. Peña-Irala , 630 F.2d 876 (1980) 

< http://openjurist.org/630/f2d/876/filartiga-v-pena-irala> 

(last visited on 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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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제소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567 다만,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사문화 상태에 놓여 있던 ‘외국인불법행위법(Alien 

Tort Statute)’ 568 이 원용됨으로써, 희생자 가족의 청구가 본안 판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비전형적이고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569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외국인불법행위법’이 그 근거를 국제법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법은 언제나 연방 판례법(federal common law)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여 

왔음도 아울러 확인되었던 바 있다.570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외국인불법행위법’이 국제법의 형성이라는 

종래의 변화를 우회하여 미국의 법질서 내로 편입된 국제법적 규범을 역외 

적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571 그리고 이는 수 년 후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of 1991(이하, TVPA)을 통하여 보완되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의 고문행위가 원인인 미국인과 외국인의 청구에 관하여 연방 

관할권을 확장함으로써 상기 ‘외국인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배상 

수준을 상향 조정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바, 미 의회는 ‘외국인불법행위법’에 

따른 판례를 명시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다. 572  TVPA는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리즘의 발생 빈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법안으로 평가되며, 그 

소인(cause of action)에 있어서는 ‘비사법적 살인’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567 Ibid., paras. 33-4. 

568 the Alien Tort Statute, 28 U.S.C. § 135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569 Supra note 566, para. 33. 

570 Ibid., para. 44.  

571 백범석·김유리, “[판례평석] 미연방대법원 Kiobel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2013), p. 328. 

572 Thomas Weatherall, “Lessons from the Alien Tort Statute: Jus Cogens as the Law of 

Nations,” The Georgetown Law Journal, Vol. 103 (2015), p. 1369. 



176 

 

고문’을 명시하고 있었다.573           

이렇듯 미국 법원과 실무는 고문행위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있으며,574  이는 후술하게 되는 주권면제 

사안에서도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고문행위에 관련된 

미국 판례들은 비록 국제 법원에서의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국제법적 가치를 그 속에 내포함으로써, 긍정적 선례로서 기능하는 장점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575  

하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실행만 가지고는 인류의 적으로 

불릴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심각한 고문 행위에 기인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의 길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적 구제를 

경유하는 단계에서의 해결이 물론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러한 통로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국 또는 외국을 상대로 하는 소를 제3국의 

법원에서 제기하는 방식도 충분히 채택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원의 

단계에서 이러한 제소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들이 여전히 소극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도 현실이다. 

 

Ⅱ. 국내외의 결정례 

                                          
573  James Cooper-hill, The Law of Sovereign Immunity and Terrorism (Oceana 

Publications, 2006), p. 167. 

574 Supra note 566, para. 52. 

575 하지만, ‘외국인주권면제법(Alien Torts Statute)’와 관련하여서는 역외적용으로 대별되는 

이 법의 운용이 인권의 실제적 보호 및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다국적기업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대중의 기억을 환기하는 상징적 의의를 가진

다는 견해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일방주의적 입법은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

렵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범석·김유리, supra note 571의 논문, p. 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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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국 또는 외국을 직접 상대로 제3국에서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권면제 침해가 촉발되는 부분의 전개는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리고 고문 사안에서 주권면제 인정 여부와 

결부되어 국제법원으로까지 나아갔던 사안들 사이에는 공통된 경향성이 

존재한다. 즉, 중동 지역 국가에서의 구금이나 고문 행위에 기인하는 

피해자들이 유럽으로 복귀한 이후에 역내에서 당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권면제를 이유로 기각 당하자, ‘사법에의 접근’을 재판상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관련 국가들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패턴이 

대표적인 것이다.576  

다만,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이르는 배경이 되었던 ‘Ferrini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국(또는 그 후신)인 독일의 국내적 구제절차는 적어도 서구적 

법치주의에서 유래한 제도임에 반하여, 고문, 불법감금 등이 문제되었던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내적 구제절차는 구미의 법치주의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안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577    

 

1.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 

 

그 중에서도 2001년의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루어진 ‘Al-Adsani 사건’은 

강행규범 위배에 해당되는 고문 행위 피해자가 가해국 쿠웨이트의 국내적 

구제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귀국한 후에 영국에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의 

주권면제 판단에 국제법적 위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제 법원에서 최초로 

                                          
576  Supra note 118; Case of Jon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s 

nos. 34356/06 & 40528/06) (ECtHR) (2014). 

577 Supra note 118, paras. 10-13,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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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한 경우였다.578 영국 국내 원심에서는 이 경우에 쿠웨이트의 주권면제는 

부인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충분한 입증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쿠웨이트에 대한 소 제기를 거절한 바 있었다.579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서의 다수의견은 쿠웨이트 당국에 의하여 

자행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고문행위가 법정지국인 영국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영국이 쿠웨이트에 대하여 부여하였던 

주권면제는 이를 관장하는 유럽국가면제조약(Basle 협약)의 취지나 영국의 

1978년 State Immunity Act 580 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581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국가면제조약 

제6조 제1항 582 이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6조 

제1항 583 의 취지는 당사국들에게 비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주권면제를 

                                          
578 Ibid., 이 사안의 고문 피해자에게 있어서 쿠웨이트 내의 구제절차는 애초에 거론하는 것 

조차 기대가능성이 없을 정도였다. 

579 Al-Adsani v. Government of Kuwait and Others (England: Court of Appeal) (1994), 

International Law Reports (ILR), Vol. 100, p. 465. 

580 이 법의 section 5 (Personal Injuries and Damage to Property)에 있어서는 사망이나 부

상 또는 유·무형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작위, 부작위

가 영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581 Supra note 118, paras. 57, 66-67. 

582 “A Contracting State cannot claim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participates with one or more private persons in a company, 

association or other legal entity having its seat, registere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forum, and the proceedings concern the 

relationship, in matters arising out of that participation, between the State on the one 

hand and the entity or any other participant on the other hand.” 

583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본문 첫 문장은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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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관할권을 주장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관습국제법에 

있어서 관련 실행에 있어서의 변화가 존재하였다는 증거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피고 정부 측의 견해를 지지하였던 것이다.584  

그리고 고문 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를 자행한 국가들이 종래 향유하던 주권면제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하였다.585 결국, 현대 국제법의 수직적 규범체계를 

표상하는 강행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현실로 존재하는 

법정(forum)의 제약은 넘어서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의 다수의견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법정의견이 9 대 8의 경합 속에서 채택된 것이었다.586 따라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현대 국제법의 수직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公序로서 기능하는 강행법규의 명령을 감안한다면, 이를 면탈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일체의 기타 규범은 원천적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존재한다. 587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사법에의 접근’에 관련된 기대권은 당시의 유럽에서 아직 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공감을 획득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588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을 중시하는 입장은 본 판결의 법정 

                                                                                                                
law.”라고 명시하고 있다.  

584 Supra note 118, para. 50. 

585 Ibid., para. 66; 이는 대세적이라거나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권리, 의무가 분쟁에서 문

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ICJ의 관할권은 항상 당사국의 동의에 근거한다는 원칙의 예외

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부정하였던 ICJ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 선례에 

대해서는 supra note 238, paras. 125, 128 참조. 

586 Supra note 118, para. 67-2. 

587 Ibid.,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ozakis and Calfisch Joined by Judges 

Wildhaber, Costa, Cabral Barreto and Vajić, para. 1. 
588 ‘Al-Adsani 사건’에서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현대 국제법의 수직적인 규범 체계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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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의하여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던 Ferrari Bravo 재판관이 남겼던 탄식처럼 유럽인권재판소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되는 경우에 

주권면제가 부인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격이 되었다.589  

그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한 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고문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투어지게 되었는데, 2014년의 ‘Jones 사건’에서는 위의 

‘Al-Adsani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문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곧바로 

주권면제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590  특히, 주권면제에 

관련된 국제법의 견지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을 반영하는 실행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6조 제1조 

상의 사법적 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관한 제한 역시 

상정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였다.591 따라서, ‘Al-Adsani 사건’의 다수의견에서 

채택되었던 비례성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592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가해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여하였던 원심593의 내용을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594   

                                                                                                                
기 보다는 상충하는 가치들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결과에 따른 장단점까지 포함하여 비교 

형량을 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Theodor Schilling,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Immunity of States,” in 

Peters, Anne, Evelyne Lagrange, Stefan Oeter and Christian Tomuschat (Eds.), Immunities 

in the Age of Global Constitutionalism (Brill/Nijhoff, 2015), p. 280 참조. 
589 Supra note 118, Dissenting Opinion of Judge Ferrari Bravo. 

590 Supra note 576의 뒤의 판례, paras. 191, 198.  

591 Ibid., para. 189. 
592 Ibid., para. 195.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Al-Adsani 사건’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안을 

Grand Chamber로 송부하여 심사 받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593 Jones v. Ministry of Interior Al-Mamlaka Al-Arabiya AS Saudiya (the Kingd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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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의 ‘Jones 사건’은 피해자 개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에 

관련된 인식의 현상(status quo)이 기존의 수준으로라도 유지된 것이 

아니었으며, 당해 재판부 차원에서 판단을 마무리함으로써 위의 실행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즉, 

이전처럼 유럽인권재판소 Grand Chamber에서가 아니라 7명의 재판관들이 

간여한 가운데, ‘Al-Adsani 사건’에 있어서보다 주권면제 실행의 유지를 

강경하게 옹호하는 견해가 6:1의 압도적 다수의 법정의견으로 채택된 것을 

보더라도 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595  

이렇듯, 권리 구제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개인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자리매김이 요구되는 현대 국제법의 견지에서 본다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종래의 주권면제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었음은 역설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EU와 그 연계 지역에 있어서는 개인의 제소가 가능한 사법적 구제 통로가 

비교적 적절히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상정하는 인권 보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역내 구성국과 

시민 간 문제로서 운용하려는 취지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596  

그러므로 유럽 차원에서의 주권면제에 관한 이러한 입장 변화는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의 위기로 파악하기 보다는 EU를 중심으로 

                                                                                                                
Saudi Arabia) and others (House of Lords) (2006), para. 35.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506/ldjudgmt/jd060614/jones-1.htm> 

(last visited on 2 June, 2017) 

594 Supra note 576의 뒤의 판례, para, 215-3. 
595 Ibid. 이 판결에서는 ‘Al-Adsani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중요한 경합이 벌어졌던 선례이니

만큼, 주권면제의 문제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Bianku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Kalaydjieva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인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1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적어도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는 주권

면제의 부인에 있어서 소극적 방향으로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596 Supra note 582의 조문 구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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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럽 권역에서의 특수한 실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권면제 옹호가 점차 관철되고 있다는 논지로 ‘Jones 사건’을 

원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록 당해 사건의 함의가 

유럽 권역에 국한될 수는 있겠지만, 주권적의 완전성, 불가침성에 대한 국가 

지향이 과도하게 되면, ‘Al-Adsani 사건’과 ‘Jones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의 

법적 구제의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바, 이를 적정선에서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미국 법원에서의 사례 

  

그렇다면, FSIA를 제정하였고 주권면제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을 내려왔던 미국의 국내 법원에서는 고문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주권면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 왔는지를 최신 

사례부터 파악해 나가기로 한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고문의 경우에 FSIA에 규정된 주권면제의 예외 

사정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에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만주) 지방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다가 북한 측 요원에게 

납치되어 북한 영역 내로 끌려가 투옥되어 고문을 당한 끝에 살해당하였다고 

추정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의 유족들이 당사자가 되었던 소송에서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597    

 문제의 김 목사 유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궐석판결을 

청구하였는데,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원심에서는 FSIA에 신설된 ‘테러리즘 

                                          
597 Supra note 72,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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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598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바 있었다. 599 

하지만, 항소심인 연방순회법원에서는 원심과 반대로 김 목사의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김 목사의 납치 과정에 북한이 개입하였다는 제반 

증거와 북한 정권이 자행하여 왔던 정치범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관하여 

수집, 축적된 전문 증언 만으로도 이미 FSIA 상의 ‘테러리즘 예외’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600     

본 판결에서 김 목사의 유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유·무형의 고통에 

기인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연방순회법원은 북한이 자행한 

납치의 불법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명목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를 인용하였다. 601  그리고 북한이 김 

목사에게 자행한 죽음에 이르는 고문 등의 행위가 가공할 만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역시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유족들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대해서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역시 인용하였으며, 

이 모든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을 상대로 산정, 집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602 

이 판결은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궐석판결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그 상대국은 국제 사회에서 소위 대표적 불량 국가(rouge state)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대 국제법 질서의 확립에 있어서 부정적, 대결적 자세를 

                                          
598 28 U.S. Code § 1605A. 

599 Supra note 72, para.1. 

600 Ibid.. 비록 대한민국 현행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불과하지만, 국제법과 

외국의 국내 법원이라는 장에서는 그 국가성이 인정되는바 그에 수반되는 주권면제의 인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01 Ibid., paras. 2-3. 

602 Ibid., para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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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적성국 북한이었다.603 따라서 당해 재판의 특징과 제소 

상대방인 북한의 속성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비록 원고가 ‘사법에의 

접근’까지 인정 받고 본안 단계에서도 승소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당해 

배상판결의 즉각적 이행이나 집행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있어서 현대 국제법의 보편성의 확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불법행위를 통하여 그 성립을 저해하려고 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들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존중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법익이 과연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궐석판결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들에게는 단순히 ‘국가 부작위 기간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고문 행위와 관련하여 내려진 판결에서 

가해국의 유책성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장래의 구체적 청구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으로서는 북한과 같은 집단에 

대하여 장래의 배상이행에 대한 일종의 담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소송의 

실익이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결국, 강행규범 위반으로 평가되는 고문에 대해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그 존재 만으로는 주권면제의 이익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소극적으로 판단하였지만, 604  그와 대조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있어서는 

FSIA 상의 ‘테러리즘 예외’의 명문 규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문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자행한 불량국가들에 대하여 주권면제 항변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적 사법 실행의 기원을 살펴보면, 1985년 냉전 시기의 ‘Von 

                                          
603 이는 ‘Al-Adsani 사건’이나 ‘Jones 사건’에 있어서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보

다도 궐석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의미도 된다.   

604 Supra note 5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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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del v. U.S.S.R 사건’ 605 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외국인불법행위법’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국가를 직접 상대로 행사한 최초의 

사례였다.606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주재하면서 

유대인들의 탈출과 구명에 조력하였던 스웨덴 외교관 Raoul Wallenberg에 

대하여 구 소련이 자행하였던 불법적 체포감금, 그리고 뒤이은 동 외교관의 

실종 607 과 같이 고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당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서도 은폐하여 오던 구 소련을 

상대로 피해자 가족들은 FSIA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미국 법원은 본 청구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은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608  당해 스웨덴 외교관이 향유하는 면제가 구 소련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부인됨으로써 발생한 이니만큼 ‘외국인불법행위법’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구 소련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609  그리고 본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북한이 연루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610  논지 중에서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 이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611     

                                          

605 Von Dardel v.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623 F. Supp. 246 (D.D.C. 1985) 

606 Michele Potesta, supra note 340, p. 574. 

607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종 이후의 Raoul Wallenberg의 행적이나 사망 여부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608 Supra note 605, p. 253. 

609 Ibid. pp. 256-259. 
610 Bruce Telles, “Von Dardel v.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vercoming the 

Defense of Foreign Sovereign Immunity in Cases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10 (1987), p. 375. 

611 Supra note 605, p. 256. 이 판결에서 묵시적 포기이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하여 

FSIA의 입법 경위와 유사 사례에 비추어 비판하는 논지로 Bruce Telles, ibid., p. 3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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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문 금지의 실행에 있어서도 미국의 국내적 실행은 과거로부터 

주권면제이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권면제를 문언 그대로 관철하려는 국가로서는 이를 미국의 일방주의라고 

비판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할 것이다. 특히, 후술하게 되는 이란과 같은 

국가는 최근에 외국의 주권면제를 사안에 따라 제약하는 FSIA의 실행과 

관련하여 미국을 상대로 ‘1955년의 우호, 경제협력, 영사 권리에 관한 미국-

이란 간 조약’612 위반을 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613 하지만, 

주권면제가 존중됨으로 인한 타국의 국익보다 강행규범, 즉, 불가양적인 

보호가치가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도가 경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권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일환으로서 FSIA의 존재는 향후의 사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미주인권재판소에서의 사례 

  

앞서 ‘Filártiga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정권에서 횡행하던 고문 등 인권의 유린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 청산 

문제와도 맞물린 후유증을 지역 내 각국에 야기하고 있다. 특히, ‘Filártiga 

사건’에서의 가해국 파라과이의 독재자 Alfredo Stroessner는 역내 군사정권 

간의 콘도르 작전(Operación Cóndor)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612 이는 현재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아닌 팔레비 왕조 시절의 조약이다.  

613 ICJ Press Release(unofficial), “Iran institutes proceedings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a disput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15 

June, 2016. 

< http://www.icj-cij.org/docket/files/164/19032.pdf> 

(last visited on 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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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인사들에 대하여 공동의 탄압, 멸절 정책을 추진하였다.614 특히, 폭동 

진압(anti-insurrection), 국경을 넘나드는 공조 작전을 통하여 불법적, 

자의적, 구금, 납치, 고문, 살인 또는 비사법적 처형, 그리고 강제실종 등이 

자행되었던바, 이는 각 국의 군사정권 최고위층에서 사전에 모의, 

계획하였던 것이었다.615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공조 작전에 의한 고문, 납치의 희생자 가운데, 

파라과이의 반체제 단체 MOPOCO616의 의장이던 ‘Augustín Goiburú에 대한 

아르헨티나 영내에서의 납치, 실종 사건(이하, Goiburú 사건)’ 617이 2006년 

9월에 미주인권재판소(IACtHR)에서 논의되었다. 일단, 이 미주인권재판소 

결정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과 주권면제 인정 문제가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군사정권이 행한 고문, 납치와 실종 등에 대하여 

강행규범 위반의 성격을 인정한 후에 ‘사법에의 접근’이 모든 인권보호 

시스템에 있어 실체적 권리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보충 요소임을 뒷받침하는 

논리 전개를 시도하였던 것이다.618    

특히, 동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원인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사법에의 접근’에 대해서도 강행규범으로서의 보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경우에 재판관할권 행사를 통하여 고문, 

납치 등의 강행규범 위반행위를 소추, 처벌하거나 외국과 필요한 공조를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처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대세적 의무에 

                                          
614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07 참조. 
615 Ibid. 

616 El Movimiento Popular Colorado. 

617 Case of Goiburú et al. v. Paraguay,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Judgment 

of September 22, 2006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2006) 

618 Ibid., para. 131; Ibid., Separate Opinion of Judge A.A. Cançado Trindade, paras 64-65;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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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 본 대목은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상응하는 시의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619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강행규범 수준의 보호 시도와 불처벌 

상태의 해소 의무와 관련하여 대세효를 명시한 미주인권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동년 11월에 1992년 좌익 반군 협력자로 자의적으로 지목된 후에 

납치, 살해당하였던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케이스인 ‘La Cantuta v. Perú 

사건’에 있어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620  이 부분에서의 관련 개념의 

정리와 운용 양상을 정리하면, 우선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일반관행으로서의 법적 확신을 획득하여 

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안들은 ‘사법에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원인인 불법행위의 성격에 

상응하여 법적 효과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친화적인 선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불처벌 상태 해소 의무에 대하여 대세효를 인정한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의 민사적 구제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주권면제 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접점 또는 유추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Ⅲ. 평가 

 

‘Jones 사건’에서의 다수의견은 앞서 보았듯이 EU 지역 외부에서 발생한 

                                          
619 Supra note 617, paras. 84, 131. 
620 Caso La Cantuta Vs. Perú, Corte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Sentencia de 

29 de noviembre de 2006 (Fondo, Reparaciones y Costas) (2006), para. 160; Voto 

Razonado del Juez A.A. Cançado Trindade, para. 53;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17을 참조. 참고로 미주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Cançado Trindade는 당해 사건의 별개의견에서 ‘사법에의 접근’에 대하여 강행규범적 성격을 

인정한 것을 그 외연의 확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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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 위반 행위인 고문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주권면제를 부여한 

원심 판단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621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제적, 

지역적 사법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 역내의 법적 실행을 국내의 법률관계와 

같이 통합하려는 EU의 입법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622 

따라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관련 실행이 위와 같이 예외 인정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이다. 

  ‘Jones 사건’의 결정은 고문행위에 연루된 국가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여하더라도 이것은 유럽 차원의 관련 협약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며, 고문 범죄자인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향유하는 면제를 부인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623 이러한 비판은 당해 사건이 EU 법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며, 그 결론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위가 설사 ‘행위에 근거한 면제(conduct-based 

immunity; immunity ratione materiae)’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위에 

근거한 면제와는 달리, 당해 공무원이 향유하는 면제는 ‘적극적인 실체법적 

항변(affirmative substantive defense)’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실체적 규범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비교 형량이 가능하게 될 여지도 아울러 

존재하리라 생각된다.624 

하지만 만일에 유럽인권재판소의 ‘Jones 사건’ 결정의 실행이 유럽 권역 

너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 이는 현대 국제법 발전의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만은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Jones 사건’의 결정 내용은 주권면제 법리의 

                                          
621 Supra note 576의 뒤의 판례, para. 215. 

622 Supra note 582의 내용 참조. 

623 Cedric Ryngaert, supra note 257. p. 49.  

624 Anthony J. Colangelo, supra note 243, p.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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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른 해석과 이를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기조는 달성하였을지 

모르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참조하게 된다면 역외에서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있어 ‘법적 구제의 공백 지대’가 야기될 것이므로 인권의 측면에서는 궁극적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625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국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피해자 

개인의 소 제기를 일단은 허용한 후에 불법행위 당사국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사법적 구제 수단 등을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비로소 

주권면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626  적어도 

국내외 사법 기관에게는 ‘Jones 사건’의 주권면제 판단을 선례로 삼아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새로운 실행의 축적이 존재하게 된다면 고문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FSIA 예외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면제를 

부인하여 왔던 미국 국내법원의 선례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군사정권 시기에 자행된 납치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에 있어서 전향적 논지를 전개하였던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은 주권면제 

실행과 관련하여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테러리즘과 그 지원행위에 관련된 판례 

 

Ⅰ. 주요 판례 

 

광의의 주권적 공법행위에 대해서도 1976년 FSIA은 주권면제를 부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설정하고 있었다. 다만 FSIA가 제정되고서 얼마 

                                          
625 Cedric Ryngaert, supra note 257, p. 49 참조. 

626 Ibid. 



191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당해 법률에 의할 시에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요인 

암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Letelier 사건’ 627 이 그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일견 단순한 살인 사건과의 차이점이나 사안의 성질이나 불법행위의 

일회성 등을 이유로 테러리즘의 법적 성격 내에 포섭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테러리즘은 복수의 형법적 구성요건을 망라하고 있음이 특징이며, 

따라서 개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해당성 여부도 좌우될 것이다. 또, 테러리즘의 정의가 현대 국제법 상 

어떠한 방식으로 확립되었는지에 관련하여 모호성이 존재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628 따라서 일견 요인에 대한 일회적 암살 사건으로 인식되더라도 

그 범죄 책임의 종국적 귀속 주체가 특정한 계획과 상당한 규모에 따른 

일련의 기획 속에서 이 암살을 지시, 실행하였다면, 그것은 테러리즘의 구성 

부분이 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에서 Augusto Pinochet의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기 쿠데타로 전복되었던 Salvador Allende 정권에서 

각료와 대사직 등을 역임한 Orlando Letelier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반독재 

활동을 수행하던 중, 군사 정권 요원들이 설치한 자동차 폭탄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암살당하였던 것이다.629 이에 유족들은 Letelier의 죽음을 칠레 

군사 정권이 자행한 정치적 암살(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칠레 정부와 그 

수하의 첩보기관을 상대로 FSIA 상의 불법행위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630  당시의 칠레 정부는 

                                          
627 Letelier v. Republic of Chile, 488 F. Supp. 665 (1980). 

628 Sofie G. Syed, supra note 114, pp. 254, 272.  

629 臼杵知史 「米国主権免除法における外国の非商業的不法行為」北大法学論集 36(3)(1985), 

p. 683. 

630 Supra note 627, pp. 665, 667, 6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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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Letelier의 암살에 대한 관여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으며, 가사 

그러한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암살은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여전히 주권면제가 작동한다고 항변하였다.631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칠레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첫째, 미국의 

FSIA에서는 국가 행위의 이분설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주권적 

공법행위라고 하여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부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설사 칠레 정부에게 정책적인 판단 재량이 

존재하더라도 외국 영토 내에서의 위법한 암살 행위에까지 그러한 재량이 

허용된다고는 해석 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632   

  하지만 이 사안은 현 시점에도 부단히 계속되는 테러행위의 양적, 질적인 

진화와 그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고전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테러리즘에 연관성이 있는 국제범죄가 재판상 문제될 경우에는 사건 판단에 

있어서의 전개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Ⅱ. 새로운 동향 

 

2016 년 9 월에 미국의 상하 양원은 당시의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법률안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통하여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이하, JASTA)’ 633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11 

테러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 미국의 

                                          
631 Supra note 627, p. 671; 臼杵知史, supra note 629, pp. 683-684. 

632 Supra note 627, p. 673; 臼杵知史, supra note 629, pp. 684-685. 

633 S. 2040: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 

<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s2040/text> (last visited on 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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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적 이익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국제 테러리즘 634 세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법의 목적은 활동 장소, 발견 시기에 불구하고 

미국에 적대하는 테러리스트 행위에 관여하는 외국 조직과 자연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 자연인, 국가적 실체, 그리고 외국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들에게 미국 헌법과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635해주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에 있어서 미국의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제소가능성을 열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결과는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제 테러리즘에 관여한 국가에 대해서는 테러리즘 행위는 물론이요, 행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기타 일련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자신의 주권면제가 포괄적으로 

부인될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636  또, 테러리즘의 교사자와 방조자에 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637  

이는 제한적으로 주권면제 실행과 그 예외라는 관계 속에서 규정을 설치한 

FSIA와는 정반대의 입법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테러리즘에 대응하여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특히, 

전 조문을 통틀어 당해 법률의 제정 목적은 거의 미국의 국익 수호가 

절대적인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테러리즘이 국제무역과 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정도이다.638  

JASTA는 개별적 국내 입법으로서 국제 테러리즘에 대하여 주권면제가 

                                          
634 Ibid., section 2(a)(1). 

635 Ibid., section 2(b). 
636 Ibid., section 3(a). 

637 Ibid., section 4(a). 

638 Ibid., section 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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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여지를 거의 봉쇄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으나, 국제법에 입각한 고려 보다는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적 시각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입법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2017년에 출범한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테러리즘 법안이 초래할 수도 있는 국제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과연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 시정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Ⅲ. 평가 

 

앞서 살펴본 ‘Letelier 사건’은 주권면제이론과 그 실행에 관하여 국제법의 

장에서 판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의 미국 국내 판결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엄밀히 보자면 주권적 공법행위가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영역 

내에서 자행된 불법행위(tort)에 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Letelier에 대한 암살이 단순한 일회성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시 칠레 군사정부가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던 국가 테러리즘의 

일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감안되었다면 더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불법행위 가해국의 주권면제 범위를 제한하게 

된 선례임과 동시에 동종 사안의 효시로서의 의의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Letelier 사건’에서의 결정은 세월이 경과한 후에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Hezbollah) 639 나 최근의 ISIS 등에 의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사, 방조하는 국가군들에 대해서도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론적, 실무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639  단, 이 단체는 현재 레바논 정계에서 무슬림 시아 파를 대변하는 제도권 정당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의석과 각료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ISIS와는 정치, 군사적 노선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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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은 북한이 관련된 최근의 유사한 판례640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북한은 헤즈볼라에 대하여 무기, 훈련, 그리고 터널 굴착이나 저장소 

건립 등의 부문에서 조력하여 왔으며, 원고 측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지원을 하였던 배경에는 금전적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641 

이에 로켓 공격으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들이나 부상을 입게 된 이스라엘 

인들이 테러지원국 북한을 상대로 1억 달러가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워싱턴 소재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던 것이다.642 이에 법원은 

2014년에 ‘김 목사 사건’에서와 같은 궐석판결의 형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643  

이러한 사안들 역시,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 군에 속하는 적성국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더라도 미국 내 법정에 나타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전형적 궐석재판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향후에도 통상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의 추궁이 있을 

경우에 위와 같은 재판 형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되며, 

적어도 피해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주권면제로 

인한 재판 거부라는 귀결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실행일 수 있다.644  

물론, 2016년의 최신 입법인 JASTA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테러리즘에 

                                          
640 Chaim Kaplan, et al. v.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t al. /Chaim 

Kaplan, et al. v. Hezbollah, et al.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vil 

Action Nos. 10-483(RCL) and 09-646(RCL) (2014), 

<http://israellawcenter.org/wp-content/uploads/2014/11/Kaplan-v.-Iran-et-al-Distruct-

Court-Opinion1.pdf > (last visited on 2 June, 2017).  

641 Ibid., p. 6. 

642 Ibid., p. 2. 

643 Ibid., pp. 17-18. 

644 물론, 앞에서 보았던 미국을 상대로 한 이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반작용도 존

재하게 될 것이다. Supra note 6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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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었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주권면제의 항변 

여지를 봉쇄하는 법률안이 실시된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의 일방주의라거나 

강대국의 재판관할권 남용 이라는 비판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테러리즘의 위협이 질적, 양적으로 나날이 

증대되는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 미국의 JASTA와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테러리즘의 규제, 방지에 있어서 주권면제 항변의 부인 가능성을 

상당 부분 확대하는 수준의 입법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입법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도 있는 선택지이다. 그리고 국가보다 피해자 개인의 

구제청구권에 주목하고서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사법에의 접근’ 

여지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건설적 방향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제5장 물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제1절 독자적 논의의 실익 

 

이 연구 전반부의 논지 전개의 축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행위는 주로 현대 국제법 상 부각되는 인권의 맥락에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침해인 경우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인적 손해와는 대조적으로 물적 손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가적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소 그에 관한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의 

범주로 포섭이 가능할 것이며, 통상의 경우라면 일반 민사법에 의하여 

해결하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재산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국제인권법적 함의를 내포할 

여지는 존재한다. 특히, 일견 약탈 문화재나 일반 재산에 대한 민사상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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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민족적, 종교적 박해의 맥락 속에서 

자행된 경우라면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며 국제인권법적 문제들이 맞물리게 된다.   

   2016년 9월의 ‘Al Mahdi 사건’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에서도 비록 

원론적 언급이기는 하였으나, 대인적 범죄와 대물적 범죄(재산상 범죄)를 

구분하여 당해 재판소가 각각의 중대성(gravity)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대인적 범죄에 비하여 대물적 범죄의 중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 645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해석이 가능하다면,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하지만, 당해 재산이 공동체적 

정체성에 관련된 가치를 내포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우에 따라 그 중대성은 대인적 범죄에 필적할 수도 있다. 로마규정 제8조 

제2항에서는 각각 (b)(ⅹⅵ)와 (e)(ⅴ)에서 개별적인 맥락에 따라 자행된 

‘마을이나 장소의 약탈(pillaging a town or place)’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제2절 약탈미술품 반환 판례 

 

현대 국제법상 대표적인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전쟁수행 중의 점령지에 

있어서의 유·무형의 약탈행위646를 들 수 있다. 전시 점령은 현지의 주민들을 

일상적인 박해와 그러한 가능성에 항시 노출시키게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645 Supra note 55, paras. 72, 77 참조. 이 부분에서는 Al Mahdi가 본 사안에서 저지른 범죄

를 당연하게도 대물적 범죄로 판단하였다.  

646 로마규정 제8조 제2항의 (b)(ⅹⅵ)와 (e)(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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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도 점령지 이탈리아 인들을 강제 이송함으로써 

중노동을 강요하였던 것인데, 물적 약탈과 비교한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굴절시키는 무형적인 인력 약탈로도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약탈의 대상이 일상에 기여하는 물건, 재화인 경우라면 심각성이 

사소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물건에 민족의 정체성이나 역사성 

등의 의미가 내포된 경우라면 이는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하나의 상징, 

문화재가 된다. 즉, 어떤 물건이 유형적 물질 이상의 문화재적 함의를 

내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 중의 약탈, 파괴는 단순강도나 

재물손괴 등을 넘어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침해라는 의미까지 부가될 수 

있는 것이다. 647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현대 국제법의 견지에서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648  

특히, 문화재에 관한 전후의 실행을 표상하는 1970년 UNESCO 협약 

전문에서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 문화의 기본 요소의 하나이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와의   

관련 속에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고,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 649 임을 명시하고 있음은 문화재 약탈 행위의 불법성 

                                          
647  참고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1970년 

UNESCO 협약 (이하, 1970년 UNESCO 협약)’ 제1조 본문에서는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뒤이어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열거하고 있다.   

648 Supra note 55, para. 52에서도 Al Mahdi의 종교적,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파괴행위는 로

마규정 제8조 제2항 (e)(ⅳ) 상의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649 1970년 UNESCO 협약 전문의 제3문, 제4문 참조. 

<http://portal.unesco.org/en/ev.php-

URL_ID=130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last visited on 2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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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물론 1970년 UNESCO 협약은 그 성질 상 자기집행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국내법 체계에 일임하는 등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는 있다. 650  하지만, 동 협약의 전문 규정을 살펴보면 ‘문화재의 

비정상적인 이전에 대하여 방지할 책임’은 비록 현 단계에 있어서는 규범적 

효력이 불완전할지라도 미래에는 국제 공동체의 대세적 의무 단계로까지 

발전할 여지도도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앞의 전문을 살피더라도 문화재는 

국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미래의 존립과 유·무형으로 연관되는 

하나의 가치 지표이기 때문이다.    

결국, 야만의 시대에 약탈당하였던 문화재에 대하여 현대에 이르러 반환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도 위와 같은 지속적인 흐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은 본국과 그 점령지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소장하던 미술품에 대하여 대대적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이에 

기인하는 반환 청구가 오늘날에도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651 특히, 당시의 나치 약탈 미술품에 대한 재산권적 

권리를 승계한 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상대로 제3국의 국내 

법원에서 제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바로 미국의 

                                                                                                                
2017) 

650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1970년 UNESCO 협약과 1995년 UNIDROIT 협약을 중심으로,” 2013년 유네스코 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3), p. 68-69. 참고로 1995년 UNDROIT 협약에서는 

자기집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를 국가 이외에도 기관과 개인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불법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협약 차원에서 직접 정하는 등 규범적 효력이 훨씬 

강화되어 있다. 

651 이주형·추민희, “국외 미술품의 전람회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압류금지법에 관한 연구 - 

공적 문화향유권과 사적 소유권의 경합을 중심으로 -,” 문화정책논총 제26집 제2호 (2012), 

p.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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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의거한 주권면제의 성립 혹은 부인 여부, 그리고 적용의 외연이 

어디까지인가에 연관되는 문제일 것이다.652   

나치 독일의 약탈 미술품과 관련된 미국 국내법원의 주권면제에 관한 

실행을 아래의 ‘Altmann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한 연후에 

‘Altmann 사건’의 영향이 미국 내의 유사한 사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사안에서는 본안 단계로 

어떻게 옮아가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Ⅰ. 사안의 배경  

 

1998년에 비엔나 소재 오스트리아 국립 갤러리의 문서보관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한 언론인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이 국립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던 회화 작품들이 법적 소유자에 의하여 기부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치 독일에 의하여 압수되었거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었다는 점이었다.653 즉, 나치 독일과 

그 국내협력자에 의한 점령 시기에 자행된 문화재 약탈(Nazi plunder) 

                                          
652 FSIA의 입법 연도인 1976년보다 수십 년 전의 사유에 기인하는 문화재 반환청구가 당해 

법률의 기본적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Mark B. Feldman, “Cultural Property Litigation and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the Expropriation Exception to Immunity,”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International Law, SUMMER 2011, VOL. III, ISSUE NO. 2 (2011), p. 9을 참조. 

653 Republic of Austria et al., Petitioners v.Maria V. Altmann, 541 US 677 (2004), Opinion 

of the Court의 도입부 참조.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41/677/opinion.html> (last visited on 2 

June, 2017). 이 부분에서는 당해 언론인이 갤러리의 출판물 기록에 따를 때, 문제의 Klimt 

작품이 1936년에 기증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Dr. Führer라 칭하는 자의 ‘Heil 

Hitler’라는 서명과 함께 1941년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음을 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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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21세기의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언론인은 관련 증거 몇 가지를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Altmann 부인에게 제공하게 되었다.654    

본 사건에서는 20세기 초엽의 비엔나 Jugendstil 사조를 대표하던 Gustav 

Klimt의 작품 6점이 문제되었는데, 특히, Klimt의 대표작이자 오스트리아의 

상징적 미술 문화재로 인식되던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I(1907)와 

II(1912)가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관심을 끌었다. 655  이 그림들은 유대인 

부호 Ferdinand Bloch-Bauer 부부의 소장품이었는데, 그는 Klimt의 오랜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656  한편, 1916년에 출생한 Altmann 부인(이하, 

Altmann)은 Bloch-Bauer 부부의 질녀로서 1925년 이래 숙부의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다.657  

하지만, 1938년 3월에 이르러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Anschluss를 단행하였다. 658  병합을 전후하여 범 독일 문화권에 

걸친 나치의 반유대주의가 오스트리아에까지 유입되자 Ferdinand Bloch-

                                          
654 Ibid. 

655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경위로는 Shira T. Shapiro, How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and United States v Portrait of Wally Relay the Past and Forecast the Future of Nazi 

Looted Art Restitution Litigation, William Mitchell Law Review, Vol. 34, issue 3 (2008), p. 

1161 참조.  

656 Supra note 653, para.Ⅰ; Ibid, p. 1160. 

657 Shira T. Shapiro, supra note 655, pp. 1160-1162. 다만, Adele는 사망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남편 사후”에 부부가 소장하던 Klimt 작품들을 오스트리아 갤러리로 기증하기를 

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Altmann 사건’의 법정 의견에서는 유언의 이 부분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며, 오히려 부인의 상속인인 남편이 유일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작품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기증한다는 법률행위의 어떠한 

증거도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에 주목하여 본안을 진행시켰다. 이의 내용으로는 Supra note 

653, para. I을 참조.  

658 Supra note 653, par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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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er의 가족들은 전 재산을 오스트리아에 남긴 채 박해를 피하여 외국으로 

탈출할 수 밖에 없었다. 659  그리고 Anschluss 이후에 그의 회사는 이른바 

유대계 기업에 대한 몰수 조치와 더불어 이른바 Aryanization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이외의 재산과 Klimt의 작품 등은 나치 당국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담당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처분되었던 것이다.66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에 의한 Anschluss와 박해의 피해자라는 주장 

아래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에서는 1946년에 

나치 이념에서 비롯된 일체의 거래행위를 무효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이것이 유대계 원 소유자에 대한 즉각적 재산반환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술품에 대해서는 

수출에 있어서 허가제를 채택하는 등 부대 조건을 부과하였다. 661  전후에 

Altmann의 형제가 그림의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변호인의 배신행위 등이 

개입되면서 성공하지 못한 바 있었다.662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당해 그림의 귀속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종전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주한 Altmann이 비엔나에서의 상기 

변호인의 배신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오스트리아 갤러리에서 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숙모의 증여 의사의 결과라고만 여겼기 때문이다.663 

하지만, 1998년에 당해 언론인의 노력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사정을 

                                          
659 Ibid. 

660 Ibid. 

661 Ibid.. 이러한 제약은 갤러리와 Austrian Federal Monument Agency가 기타 작품의 반출

을 위한 부대 조건으로 유태인들이 고가의 예술 작품을 기증,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용되었다고 한다.  

662 Ibid. 
663 Mark J. Chorazak, “Clarity and Confusion: Did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Revive 

State Department Suggestions of Foreign Sovereign Immunity?,” Duke Law Journal, 

Vol.55 (2005), p. 38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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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게 되자 Altmann은 숙부 Ferdinand Bloch-Bauer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Klimt의 작품들을 반환 받으려는 준비를 개시하였다.664    

그런데, 오스트리아 정부 관리와 예술사학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Adele의 

법적 효력 없는 유언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당해 Klimt의 작품들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자 Altmann은 본 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665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법원도 고액의 소송 

인지대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소를 통한 실효적 구제 가능성을 사실상 

방해하자 Altmann 부인은 부분적 권리 포기(partial waiver)를 요청하여 

인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오스트리아 정부가 항고를 시도하자 

Altmann은 오스트리아 법원에서의 소를 취하한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666    

Altmann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본 사안은 미국의 최고재판소에 있어서 

미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할 기회가 되었다. 667 

20세기 중반의 나치 독일의 팽창과 반유대주의적 박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유래하는 약탈 문화재 반환의 법률 관계를 전후의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21세기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668 

                                          
664 Lauren Fielder Redman,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Using a “Shield” 

Statute as a ”sword” for Obtaining Federal Jurisdiction in Art and Antiquities Case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1, Issue 3 (2007), pp. 791-792.  

665 Supra note 653, para. I. 

666 Nout van Woudenberg, State Immunity and Cultural Objects on Loa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118; Ibid. 

667 Shira T. Shapiro, supra note 655, p. 1159. 

668  Mark J. Chorazak, supra note 663, p. 379. 물론,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로만 볼 때, 

유대인이 아니었던 Klimt의 그림을 유대 민족의 문화재로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유럽에 

정착한 유대인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집, 조성한 컬렉션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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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결 

 

미국 법원에서의 사안은 1976년에 제정된 FSIA 상의 예외 사유의 규정에 

입각할 때, Altmann의 경우가 당해 예외의 해당되는지 여부, 따라서 타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여지가 존재하는지가 다투어졌다.  

  Altmann은 28 U.S.C. §1330(a)를 근거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FSIA의 Section 2에서는 “당해 법률이나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외국에 대하여 대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국의 연방법원에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69 아울러 Altmann은 FSIA §1605(a)(3)에서의 ‘수용, 몰수의 

예외 사유’를 거론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몰수, 수용된 재산권이 

문제되는 일체의 사안에서는 주권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70 

나아가 1952년 이전에 문제의 그림들이 나치 독일의 점령 당국에 의하여 

몰수, 수용되었다고는 하지만 FSIA에서 표명된 미국의 제한적 주권면제의 

실행으로 미루어 볼 때, 소급 적용은 가능하다고 피력하였던 것이다.671     

이에 대하여 신청인(petitioner)인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더하여 전통적으로 거의 절대적 주권면제를 향유하여 오던 일단의 국가들이 

amicus curiae의 자격으로 심리 과정에 참여하여 항변하였다. 672  당해 

                                                                                                                
문화재적 함의를 부여할 여지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669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 118; supra note 653, para. Ⅱ. 

670 Supra note 653, para. Ⅱ. 

671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 118. 이 부분이 소송 계속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핵심이었다. 

672  Mark J. Chorazak, supra note 663, p. 374; supra note 653, para. Ⅵ. Chorazak은 

amicus curiae로 참여한 대표적 국가로서 미국, 멕시코 그리고 일본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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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항변의 요체는 1976년에 제정된 FSIA의 상의 예외 사유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으로서 주권면제의 확보를 

통한 관련국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673 

사실, 이 사건이 심리되던 시점까지의 미국 국내법원의 실행은 FSIA의 소급 

적용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674 

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연방법원의 하급심 단계에서부터 배척되었으며, 

연방대법원 역시 FSIA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이는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675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례를 결론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연방 법원의 차원에서 소급효에 관한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던 것이었다.676 

이 부분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주권면제라 함은 정치적인 현실과 그에 따른 

관계 정립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외국에 대한 예양으로부터 유래한 

산물로서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판단하였다. 677  다만, 주권면제에 대하여 연방 법원이 국가 간 예양으로 

해석한 점은 문언 해석상 향후의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73 Mark J. Chorazak, supra note 663, p. 374. 

674 본 논문에서 언급하였던 ‘황금주 사건’의 원 판결인 Hwang Geum Joo v. Japan, 332 F.3d 

679 (D.C. Cir. 2003)도 이러한 소급효 부정설을 취하고 있었지만 연방 법원의 위와 같은 입

장 변화에 상응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675 Mark J. Chorazak, supra note 663, p. 375. 

676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p. 118-119. 

677  Supra note 653, paras. Ⅲ, Ⅳ. 이 부분에서 예양(comity)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Schooner Exchange 호 사건’(1812)에서의 Chief Justice Marshall의 설시를 그대로 

인용함에서 비롯된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순전히 문리적 측면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주권면제 제도는 엄연히 국제법상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국제법의 범주 외부에 위치하는 예양 개념으로 읽히게 되는 가능성은 불식하고 

다만 제도의 기원으로서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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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직접 상대로 한 Altmann의 소 제기는 

소급효에 기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연방법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있었다. 결국, 항소심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FSIA의 규정을 이유로 

주권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판단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있어서도 2004년 

6월에 이르러 결론적으로 지지되었다.678         

  그 후, 2005년 6월에 이르러 Altmann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사안을 

오스트리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679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스트리아의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내려짐에 따라 Altmann에 대하여 향후 미국 내에서 

전향적 취지의 실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시화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오스트리아로서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추가적으로 직면하게 

될 선례를 형성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자국 내에서의 별개의 중재판정에 

동의하였다. 

  결국, 이렇게 구성된 오스트리아의 중재 패널은 1938년 Anschluss 직후에 

진주한 나치 독일이 해당 그림들을 불법적으로 강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소유권은 Ferdinand Bloch-Bauer 부부의 상속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680 이를 근거로 Altmann은 Klimt의 걸작들을 오스트리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Ⅲ. 새로운 전망 

 

                                          
678 Supra note 653, para. Ⅵ. 

679  Christa Roodt, “State Courts or ADR in Nazi-Era Art Disputes: a Choice “More 

Apparent Than Real”?,”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4 (2013), p. 443. 

680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 120; Shira T. Shapiro, supra note 655, p.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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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한국의 일각에서 문제되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와도 일맥 

상통하는 측면을 내포한다. 다만, ‘Altmann 사건’은 어떤 전통적 의미에서의 

문화 유산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 가능한 성질의 회화와 그 컬렉션이 대상이 

되었다는 점, 재산적 가치에 더하여 19-20세기의 걸작이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나치 독일이 발호하던 시기에 소유권을 부당하게 

강탈당하였던 유대인들의 수난을 배경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전후 미국에서 

FSIA의 조문과 결부시켜 적절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Altmann 사건’ 이후의 유사 사안이 주권면제 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지 문제된다.  

2008년에는 독일을 상대로 1930년대의 저명한 유대인 미술거래상인 

Walter Westfeld의 조카이자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자681가 Tennessee 중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숙부의 컬렉션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682 

일찍이 그의 숙부 Walter가 당해 컬렉션을 미국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나치 

관리가 이를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버렸었는데, 이러한 나치 독일의 행위가 

FSIA §1605(a)(2)의 주권면제 예외 사유인 상업적 행위(commercial 

activity)에 해당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다.683  

하지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연방지방법원은 나치 독일의 압류 

조치는 주권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하는 것인바, 상업적 행위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84  그리고 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비록 위의 컬렉션에 

                                          
681  이 조카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 121 참조. 

682 Ibid. 

683 Ibid. 

684 Fred Westfield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Case No. 09-6010 (2011), 633 F. 3d 409, p. 2. 

  <http://www.ca6.uscourts.gov/opinions.pdf/11a0026p-06.pdf> (last visited on 2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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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류 행위는 경매를 통한 매각이라는 상업적 행위와 충분한 연관성을 

지님은 인정되지만, 상업적 행위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가 

추가적으로 존재하여야 함을 이유로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685  특히,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에 대해서는 

해석의 폭이 유동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앞의 ‘황금주 사건’에서와 유사한 소극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차라리 원고 측에서 나치 독일의 불법적 약탈은 압류, 경매 모두 일체로서 

판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일견 국가의 주권적 공법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할지는 모르나, 유대인에 대한 몰수행위의 위법성은 나치 독일의 범죄와 

불가분적인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인 관계로 이는 공법적 주권행위일 수 

없다는 논리 686 를 전개하면서 직접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현재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 Camille Pissarro의 걸작인 Rue St. 

Honoré, Après-midi, Effet de Pluie에 관련된 소송이 현재 계속 중에 

있다. 687  이 사건도 역시 ‘Altmann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1939년에 독일 

출국 비자와 소액을 대가로 위 그림을 강제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유대인 

원 소유자의 손자가 미국 국내법원에 제소한 사안이었다. 688  다만, 문제의 

작품은 2000년 당시에는 제3국인 스페인의 소유로 넘어가 있었으며, 직전에 

                                                                                                                
2017)  

685 Ibid, pp. 5-6. 

686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 참조. 
687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p. 122-125. 

688 Cassirer v. Kingdom of Spain and Thyssen-Bornemisza Collection Foundation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Case Nos. 06-56325(580 F.3d 1048) and 06-

56406(616 F.3d 1019) (2010), pp. 11463-11464 참조.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0/08/12/06-56325.pdf> (last visited 

on 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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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소유하였던 Thyssen-Bornemisza 재단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상태였다.689  

그러자 원고 Cassirer는 스페인에서 당해 재단을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위 그림의 반환을 청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하원의원 5명의 연서를 추가하여 이를 재차 청원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690 그러한 상황 하에서 Cassirer는 스페인 국내에서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경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5년에 직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 스페인을 상대로 제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691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는 과연 Cassirer가 지역적 구제수단을 다하였는지가 쟁점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법원은 지역적 구제수단이 본 사안에 있어서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692  그리고 2010년 8월에 연방항소법원은 Pissarro 

작품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Cassirer의 소송이 FSIA의 §1605(a)(3) 

상의 ‘몰수(expropriation)’의 예외에 해당되는 바 미국 법원에게 그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을 내렸다.693 

하지만, 2015년 6월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Thyssen-Bornemisza재단 박물관이 하자 있는 점유(adverse possession)를 

통하여 Pissarro의 작품에 대한 권원을 취득한 상태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694 따라서, 이제 남은 현안은 

                                          
689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p. 123. 

690 Supra note 688, pp. 11464-11465. 

691 Ibid; Cassirer v. Kingdom of Spain, 461 F.Supp.2d 1157 (C.D.Cal.2006).  

692 Lauren Fielder Redman, supra note 664, p. 797; Supra note 688, p. 11463. 
693 Nout van Woudenberg, supra note 666, pp. 123; Supra note 688, p. 11489. 

694 O’Donnell, Nicholas, “District Court Dismisses Cassirer Claim for Pissarro against 

Thyssen Bornemisza Collection by Applying Spanish Law of Adverse Possession,” Art 

Law Report, June 8th, 2015 

<http://www.artlawreport.com/2015/06/08/district-court-dismisses-cassirer-claim-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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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상의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법 또는 스페인 

국내법 중 어느 쪽으로 준거법이 결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695  이렇듯 사안의 흐름이 원고에게 있어서 

불투명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이유로는 스페인과 당해 박물관이 Pissarro에 

대한 몰수를 집행한 당사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사건 당시 원고의 조모인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었으며 발생지 역시도 캘리포니아가 아님이 

명백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696  결국, Cassirer는 이제 하자 있는 

점유로부터 개시된 소유권을 부인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판단 받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697    

앞서 보았듯이 FSIA은 미국의 연방법이지만 국제법상 주권면제이론을 

신축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문화재 약탈의 피해자가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Altmann 사건’ 이후의 법원 판결 추이를 

보더라도 주권면제가 부인되고 재판관할권까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프로세스에도 난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Altmann 사건’ 등에서 본안 판단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례로 인하여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 거래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미술품에 대해서는 지속적 

                                                                                                                
pissarro-against-thyssen-bornemisza-collection-by-applying-spanish-law-of-adverse-

possession/ > (last visited on 2 June, 2017)  

695  Ibid..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0년에 법률 개정이 있었다. 홀로코스트 시기에 기인하는 

청구에 대한 시효의 폐지를 규정하였던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354.3이 미국 외

교 정책에 대한 간섭임을 이유로 위헌 결정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의 소송에 있어서 난관이 적

지 않게 되었다.  

696 Ibid. 

697 Ibid. 이와 반대로 스페인의 법제는 비록 하자 있는 점유로부터 개시되었더라도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시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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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선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권면제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도 문화재 관련 문제로 제소가 

이루어지고 본안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승소 여부와는 별도로 사안의 쟁점화, 

법적 정치적 위신 손상 등이 수반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바, 당해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결코 없지 않다.  

그 이후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Schiele의 작품 반환 성사 698  이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약탈된 이후 현재는 미국 Oklahoma 대학에 소장되어 

있었던 Pissarro의 작품 Shepherdess Bringing in Sheep에 대하여 유태인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55년에 걸친 시도 끝에 반환 받는데 성공하고 이를 

프랑스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소식도 존재하였다. 699  이는 비록 주권면제 

사안은 아니라 하여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평가될 여지가 존재하는 

문화재 반환문제가 국가 이외의 사법상 행위 주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예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Al Mahdi 사건’에서는 비록 그림과 같은 

동산이 아니라 역사적 종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파괴행위였지만 이렇듯 

인류공동의 유산의 성격을 가지는 대상에 대한 Vandalism이 전쟁범죄를 

구성한다는 논지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크며, 특히, 문화재와 소재지의 단절 

현상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한다는 견지에서의 반환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700  

특히, 2017년 3월에는 미국 국내법원에서 주권면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698 Supra note 27 참조.  

699 Independent 2016년 10월 10일 자 인터넷 기사 – Max Kutner, “How a painting stolen 

by the Nazis is ending up in its rightful home” 

<http://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how-a-painting-stolen-by-the-

nazis-is-ending-up-in-its-rightful-home-a7353756.html> (last visited on 2 June, 2017) 

700 Supra note 55, para.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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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대로 한 제소 가능성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701  이는 

박해에 기인하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주권면제 실행에 대비되는 미국의 

예외적 실행을 뚜렷하게 증거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702 사안은 1935년 

유대계 독일인 미술거래상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House of Guelph에서 

유래한 보물 컬렉션(the Guelph Treasure)을 당시 독일의 프로이센 

주(Freistaat Preußen)에 헐값에 매도하게 되었던 것으로부터 기원하는데, 

부당 거래가 이루어졌던 배경은 그 과정에 히틀러와 괴링 등 나치 고위층의 

개입이 존재하였음에 더하여 당해 거래상들이 1933년 이후 박해 받는 

처지에 놓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703 

이후 컨소시엄을 구성하던 거래상들의 상속인들이 독일을 직접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Kollar-Kotelly 판사는 FSIA에 

기한 독일의 기각 청구에 대하여 국제법을 위반하는 재산 취득에 기인하는 

                                          
701 Allan Philipp, et al., Plaintiffs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t al. Defendants,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Memorandum Opinion), Civil Action No. 15-

266(CKK) (2017), pp. 9, 42 참조. 법원은 복수의 청구에 있어서의 독일의 주권면제 항변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는데, declaratory relief, replevin, conversion, unjust enrichment, 

그리고 bailment에 기한 다섯 가지 청구에 있어서 독일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702  Ibid., p. 22의 각주 11 참조. 본 사안은 2016년에 the Holocaust Expropriated Art 

Recovery Act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며, 당해 입법을 통하여 피해자 상속인들의 관련 

제소가 용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703 The Art Newspaper 2017 년 4 월 3 일 자 인터넷 기사 – Laura Gilbert, “Germany can 

be sued for the return of Guelph Treasure, US court decides - A Washington, DC judge’s 

decision, and the new Hear Act, clear the path for further claims on alleged Nazi loot from 

the heirs of Holocaust victims”<http://theartnewspaper.com/news/germany-can-be-

sued-for-the-return-of-guelph-treasure-us-court-decides/> (last visited on 3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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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서, 704  “나치의 유대인 재산에 대한 

조직적 강탈은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705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상기 2017년 3월의 사안은 종교적 건축물에 대한 파괴행위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 ‘Al Mahdi 사건’에서의 문화재 범죄에 대한 시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Altmann 사건’ 이후에 본래적 의미에서의 

주권면제와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련되는 후속적 판례 축적이 필요하던 

시점에서 적절하게 나온 결정이기도 하였다.706 비록 1차적으로는 미국 법인 

FSIA의 적용 사안이었지만 주권면제와의 관계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지 판례가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문화재 반환 문제가 주권면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의 박물관이나 대학 기관에 대한 제소 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된다면, 원 

소유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707      

                                          
704 Supra note 701, pp. 9, 42; ibid. 참조. 

705 Supra note 701. p. 12. 

706  참고로, 1944년에 헝가리에 거주하며 ‘Herzog Collection’을 소장하던 유태계 Herzog 

가문 사람들이 나치 주둔군과 헝가리 당국에 의하여 이를 몰수당하고 도주하였다가 전후에 

위 컬렉션에 관하여 헝가리 신 정부의 ‘반환조건부 점유’를 인정하고 임치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헝가리가 컬렉션 반환청구를 거부하자 상속인들이 

동국을 미국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주요 논점이 임치계약 갱신 거부가 FSIA의 ‘commercial 

activity’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문화재 반환의 구도는 일견 형성되었으되, 2017년의 결정에 

비하여 비전형적 전개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David L. de Csepel, et al., Appellees/Cross-

Appellants v. Republic of Hungary, A Foreign State, et al., Appellants/Cross-Appellees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ase No. 11-7096 (2013), pp. 10, 

11, 14, 16 참조.                 

707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Herzog Collection’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6월에 같은 

컬럼비아 특별구 U.S. Court of Appeals에서는 사안을 하급심으로 환송하면서 헝가리를 피고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구제완료원칙을 이유로 하는 헝가리 측의 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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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재산의 반환 판례 

 

2016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추축국 진영에 속하였던 헝가리에서 

나치 부역자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유대인 멸절 계획과 그에 따른 재산 

몰수 조치에 기인하는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1947년 연합국과 헝가리 간의 

평화조약’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조건으로 헝가리가 주권면제를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708에 대하여 이를 파기한 결정이 

내려졌다.709 이 결정은 위의 1947년 평화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SIA의 

조약상 예외가 적어도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그 골자였다.710  

이렇듯 특정 민족임을 이유로 하는 박해에 근거한 전시 몰수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효적 판단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각 청구는 배척하였다. 이제 원고는 관련 문화재를 소장하는 헝가리 박물관과 대학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David L. De Csepel, et al., 

Appellees/Cross-Appellants v. Republic of Hungary, A Foreign States, et al., Appellants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ase No. 16-7042 (2017), Ⅳ 참조. 
708 Simon v. Republic of Hungary, 37 F. Supp. 3d 381 (D.D.C. 2014), 417, 424.  

<http://www.leagle.com/decision/In%20FDCO%2020140512J89/SIMON%20v.%20REPUBLI

C%20OF%20HUNGARY#> 

(last visited on 3 June, 2017) 

709 Rosalie SIMON, et al., Appellants v. REPUBLIC OF HUNGARY, et al., Appellees,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Case No. 14-7082 (2016), para. 

40. 

<https://www.cadc.uscourts.gov/internet/opinions.nsf/0CE6088155B448E285257F490054

E55A/$file/14-7082-1596075.pdf >(last visited on 3 June, 2017) 

7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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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헝가리 영역 내의 유태인들이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단순히 행정적으로 수용, 몰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집단에 대하여 말살의 함의를 가지고서 조직적으로 시행되던 조치였기 

때문이다. 711  특히, 나치 독일처럼 전후 국제법 질서에서 부정되는 체제가 

자행하였던 파생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에게 사법에의 접근 여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본 사안과 같은 실행의 흐름은 국제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비율을 

점하게 되는 추세가 될 것이다.    

  한편, 냉전이 종식된 지난 세기 말부터도 이미 위의 사건과 유사하게 

인종적 박해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선례로서 일련의 ‘Princz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사건’712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의 슬로바키아 

동부 Košice 지방713에 거주하던 미국 국적의 유태인 사업가 가족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과 현지 주민들의 공모 관계 속에서 적어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무형의 박해를 당하였으며, 

생존하여 미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Princz의 경우에는 강제수용소에서의 고초에 더하여 전시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하였다.714 

                                          
711  이러한 조치는 로마규정을 기준으로 할 때, 동 규정 제8조 제2항 (a)(iv) Extensive 

destruction and appropriation of property, not justified by military necessity and carried 

out unlawfully and wantonly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712 Supra note 361; Princz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813 F. Supp. 22 (D.D.C. 1992). 

713 Princz 가족에 대한 박해 당시에 이 지역은 1938년 뮌헨 협정의 후속조치로서의 이른바 

제1차 비엔나 재정(First Vienna Award)에서의 결정에 따라 추축국 헝가리에 반환되었던 

상태였다.    

714 New York Times 2001년 7월 31일 자 인터넷 기사 – Douglas Martin, “Hugo Princz, 78, 

U.S. Winner of Holocaust Settlement, Dies.” 

<http://www.nytimes.com/2001/07/31/nyregion/hugo-princz-78-us-winne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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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에서는 원고의 제소를 통하여 독일의 주권면제가 부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건 당시 원고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었던 미국 시민권의 

의미 속에는 국내적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 확보와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715  그리고 원고의 존엄과 

인간성을 잔인하게 유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던 가해국 독일 영역 내의 법정에서 

제소할 것을 요구함이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미국 시민이 

향유하는 헌법적 권리가 가해국 항변에 의하여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해 사건에 있어서 미국 법원은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원고의 제소를 인정하였던 것이다.716 특히, 본 판결에 있어서는 

FSIA의 규정을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연계하여 목적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당해 사건 상급심이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관할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상급심이 주권면제 해석에 있어서의 

법실증주의에 경도된 입장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즉, FSIA의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 조항에 의거 면제가 박탈된다는 amicus curiae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옹호하는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강행규범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면제에 대한 관련 국가의 포기 의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강력한 증거의 존재를 상급심은 요구하였던 것이다.717 

또한, 이 사건 상급심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언급되었던 헤이그 협정의 

                                                                                                                
holocaust-settlement-dies.html > 

(last visited on 3 June, 2017) 

715 Supra note 712의 뒤의 판결, p. 27. 
716 Ibid.  

717  Supra note 361, paras. 48-50. 이는 FSIA Section 1605(a)(1)에 내재되어 있는 

intentionality requirement를 충족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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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제53조) 등의 관련 조약의 원용 여지 718 는 FSIA 상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719  subject matter의 

측면에서도 그러한 관할권은 승락, 포기 또는 금반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들어 배척하는 등, 상급심에서는 결론적으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다.720 

  그렇지만, 원고 Princz는 패소 확정 이후에도 재판 외적인 수단으로 

배상을 청원한 끝에 1995년에 당시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 사이에 Princz 사안에 있어서의 배상 합의라는 결실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721  이러한 긍정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제1심과 같이 주권면제 

개념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의 우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행한 

선례가 소수나마 존재하는 것이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국제법상 개인 청구권은 전통적으로는 부인되어 왔지만, 지배적 학설은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 청구권을 점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 발전하여 왔음을 감안한다면, 소수의 선례는 국가 실행에 

있어서도 전향적 예외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722             

   

                                          
718 FSIA Section 1604 참조. 참고로 헤이그 협정과 관련하여 Cançado Trindade 재판관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재판 중 명령에서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제4 헤이그 협약 제3

조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직접 배상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당

대에 개인에게 적극적 의미의 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국제법 차원에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인다. 오히려, 이는 궁극적 수혜자로서의 피해자 개인에게 국가간 배상

의 혜택에 기인하는 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68을 참조.  

719 Supra note 361, paras. 52-53, 55. 

720 Ibid., paras. 58, 61.  

721 Supra note 714 참조. 

722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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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법이론적 기초  

 

앞서 주류적 흐름에 관하여 보았듯이 한 국가나 그에 소속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외국 관할권으로부터의 주권면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관할권의 범주가 문제되며, 주권면제와 관할권은 일견 상호 배제적 

효과를 지닌다고 속단하기 쉽다.723  즉, 법실증주의적인 견지에서 바라보면, 

외국에 대한 주권면제 부여는 법정지국 관할권의 작용에 대한 부인으로 종종 

귀결되고, 그와 반대로 주권면제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권의 존재가 

재확인된다는 형식이 그것이다.724 하지만, 양적, 질적으로 천차만별인 국가의 

작용으로부터 성립되는 국가책임, 그리고 관련 급부의 귀속 주체가 어떠한 

지위725를 가지는가를 불문하고 주권면제 항변을 관할권에 대한 조건반사적 

제도처럼 원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 관할권과 주권면제 간의 관계를 국제법 상의 효과로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법적 근거가 동일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인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국가 간 법익 충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 당사국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근거 중 어느 쪽이 근원적인 제도이며 문제의 본질인지는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다.726 국제사법재판소의 ‘Arrest Warrant 사건’도 그런 

                                          
723 Alexander Orakhelashvili, “State immunity from jurisdiction between law, comity, and 

ideology,” in Orakhelashivili, Alexander (Ed.), Research Handbook on Jurisdiction and 

Immunities in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 151. 

724 Ibid. 

725 ILC는 그 주석서에서 인권 보호에 관한 조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은 조약의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만, 피해자 개인 역시 관련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점

에서 상기 책임의 궁극적 수혜자(beneficiaries)로 간주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58 참조. 

726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723, p. 151. 이 부분에서 Orakhelashvili는 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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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특정한 사안에서 한 국가에게 국제법에 의거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관할권의 작용이라는 견지에서 면제의 제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727 임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주권면제 항변을 

통하여 외국 재판관할권에의 복속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에 선행하는 관할권을 확립한 외국의 대응 여지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여기에 주권면제 부인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일차적으로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국제법 

위반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음에 기인한다. 이 점을 전제하고서 주권면제 

항변과의 형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첫째 원인행위 성질에 따라 주권면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존재하며,728 둘째, 일정한 방식에 의거한 주권면제 이익의 

포기 가능성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729 물론,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외국의 

주권면제 이익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법정지국의 관할권 행사의 자제 

의무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730 하지만 주권면제의 항변 역시 이익형량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됨으로써, 법정지국의 재판관할권 행사가 결론에 있어서는 

관철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UN 주권면제협약의 조문 구조만 놓고 본다면, 일견 법정지국에게 

                                                                                                                
대한 실증적, 경험적 시점에만 논의가 경도된다면, 국가관할권의 사안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antecedent) 쟁점이라는 사실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즉, 양자 간의 질적 구분과 경

계가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727 Supra note 34, para. 46; Andrew Dickinson, Rae Lindsay and James P. Loonam, supra 

note 197, pp.96-97 참조. 다만, ICJ는 이 부분에서 벨기에 법원에게 문제의 체포영장 발부와 

회람 행위에 관련되는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일단 전제하고 나서, 관련된 행위가 국제법의 

견지에서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728 UN 주권면제협약 제10조-제17조 참조. 

729 UN 주권면제협약 제7조 제1항 참조. 

730 UN 주권면제협약 제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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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731 이는 일차적으로 

동 협약 상의 주권면제 부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언급한 것으로서, 협약이 

예정하는 수준으로의 주권면제 실행 확보의 문제는 논의의 층면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궁극적으로는 UN 주권면제협약에 대한 해석이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전통적 해석의 존중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해석의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 보장이 현대 국제법 상으로 긴급하게 요청되는 해석 

지침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심지어 외국 재판관할권에 실제로 복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사실 만으로 주권면제의 근거로 거론되는 국가의 독립, 평등, 그리고 존엄 

등에 있어서의 명백한 침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논의도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다.732 이는 현대 국제법의 규범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국내법 질서와도 서로 수렴되어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 등의 실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근대 국제법 이래의 핵심적인 

주체라는 지위나 권능에 기인하는 주권면제는 부단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Hersch Lauterpacht 경은 주권면제의 기원, 본질과 

관련하여 일찍이 절대 군주(sovereign)들이 자국 신민에 대한 우월적 관계, 

지위에서 향유하던 법의 지배로부터의 ‘초월적 지위(legibus solutus)’라는 

Hobbes 적인 실행을 계승한 것으로서 파악하였던 것이다.733 이러한 논지에 

따른다면, 주권면제에 대한 제한 논의 역시 절대 권력에 대하여 법의 지배 

                                          
731 Andrew Dickson, Rae Lindsay and James P. Loonam, supra note 197, p. 98 참조. 동 협

약 제6조에서는 “A State...(중략)…shall ensure that…’으로 규정하여 의무의 종국적 귀속 주

체를 명정하고 있다.   
732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723, p. 154 참조. 

733 Hersch Lauterpacht, “The Problem of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Foreign State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8 (1951), p. 2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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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둠으로써 일정한 제소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적 자치에 위임되어 있었던 상업적 부분에 대한 국가 

개입에 있어서 전통적 주권면제가 제약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오히려 

본질과는 유리된 지엽적 지적이라는 것이다.734  

더욱이, “(선행하는)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주권면제가 재판관할권에 대한 예외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735 고 강조함으로써 국제법 원칙 사이의 주객 전도에 대하여 경계한 

Higgins 재판관의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는 주권면제가 Hobbes 

적 국가관의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물로서,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변칙(anomaly)에 가까운바, 법의 지배의 점진적 발달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Hersch Lauterpacht 경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736 따라서, 

주권면제 논의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에 입각하여 원칙으로서 선재하는 

재판관할권을 전제하고 나서 예외의 정당화 여지를 심사하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737 그러므로 주권면제 항변을 재판관할권 행사와 

동위 선상에서 논의한다거나, 이에 고착된 해석을 통하여 법정지국의 

관습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 738 은 Hersch Lauterpacht 경이 일찍이 

경고하였던 가치 전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일반적 정의와 책임에 관한 가치, 정책적 결단, 법정지국의 주권, 

                                          
734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733, p. 236;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723, 

p. 154. 

735 Chimène Keitner, “Foreign Official Immunity and the “Baseline” Problem,” Fordham 

Law Review, Vol. 80 (2011), pp. 606. 620-621를 참조. 특히, Keitner는 Higgins 재판관의 

논의를 상세히 인용함으로써 주권면제의 예외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본래적 

의미의 권리로 취급하는 것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736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170 참조.  

737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733, p. 236 참조. 

738 예를 들어, supra note 17, para.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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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토적 관할권 등 국제법상 경합 가능한 복수의 요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권면제에 대해서만 내재적, 우월적 

가치를 전제하고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도 빈약하며 부적절한 

것이다.739 그리고 주류적 해석에 내재된 외국의 ‘초월적 지위’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약자 개인(the less privileged private individual)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당사자 대등 원칙조차 봉쇄되는 바 이는 현대 국제법의 견지에서는 

간과될 수 없는 실태이다.740  

 

제1절 ‘사법에의 접근’보장론 

 

전후에도 수평적 국제법 체제를 명분으로 주권면제를 확보하려는 실행 역시 

여전히 견고하며,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수준으로의 이행조차도 개별 국가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741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국제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로 인하여 일국의 재판관할권은 외국 국가를 

복속시키지 아니할 의무에 여전히 구애되고 있는 것이다.742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주권면제의 주류적 실행은 법정지국 재판관할권이 

자국 영토 내에서의 전형적 주권 행사의 태양에 해당된다는 점과 이익형량 

과정에서 이를 감안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판관할권의 존재가 선행한다는 

사실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743 또한, ‘상업적 사법행위’ 

                                          
739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723, pp. 154-155. 

740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733, p. 236. 
741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73 참조. 특히, 종래의 공산 진영의 국가들이 주권면제 실

행의 점진적 수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주권면제 고수의 경향을 드러낸 사실은 앞서 주지한 

바와 같다. 

742 Supra note 17, paras. 56-58 참조.  

743 Supra note 34, par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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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성에 연동되는 주권면제 논의는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의 주객이 

전도되어 있음은 강조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외국에 대한 

편면적 보호 장치인 주권면제 실행이 일견 합리적 재량에 의거하여 제한되는 

것과 같은 외양을 창출하면서도, 현대 국제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국가가 주권면제의 원칙에만 충실하게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 

거부하면서 절대적 주권면제 실행 수준으로까지 후퇴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국제법 위반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논의까지 나타나고 있음도 

현실의 단면이다.744 따라서, 피해자의 사법에의 접근 가능성은 현대 국제법 

발전상으로부터는 계측될 수 없는 관련국의 실행에 좌우되는 등 불확실하게 

전개될 우려가 존재하게 된다.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개념이 국가 실행의 

변경이나 조약에 따라 좌우되는 가변적인 것이라면, 이는 이미 법적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잠정적 시혜 조치이거나 국제 예양에서 유래하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재판청구 허용이 일회성의 경과 또는 시혜 조치로 

평가될 수 없음은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백하다. 오히려 외무장관에 

대한 면제의 본질(성질)이 국제 예양이라는 논의 745 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권면제 역시 국가에게 절대군주의 ‘초월적 지위’에서 유래하는 지위를 

보장하여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려는 예양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746 주권 개념만 하더라도 16세기 Bodin의 이론 구성 이래 

현재까지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상호 평등을 기하려던 취지에서 모종의 

전이가 발생하면서 개인 대 국가 간 구도에서 있어서까지 우위를 확보하려는 

                                          
744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73 참조. 

745 Supra note 3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ara. 17 참조. 

746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733, p.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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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 747  현대 국제법 

상으로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하여 부분적 제한 실행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국내적 수용 여부 및 정도가 주권 국가의 의지와 

결단에 좌우되는 한, 국제법상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수반하는 유의미한 

척도로 파악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주권면제 항변을 인용함으로써 혹은 처음부터 정책적 견지에서 법정지국이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자제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론 여지는 존재하는가?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원칙으로서의 재판관할권을 대전제로 채택하고 이와 별도의 

맥락에서 국제인권법상 확립되었던 ‘사법에의 접근’의 구체적 태양인 ‘재판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익 형량 여지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748  

특히,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판결처럼 주권면제가 본질적으로 

절차적 규범임을 이유로 실체적 규범과의 충돌 여지를 부정하는 다수 

의견 749 과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절차법과의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법에의 접근’ 등의 규범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내 법원에서 다루어졌던 ‘Samantar 사건’ 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넘어 강행규범 위반에 이르는 고문, ‘비사법적 살인’에 대하여 

                                          
747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163 참조. 

748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73 참조. 한편, ‘사법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

여 국가의 담당법원에 의하여 ‘실효적인 구제(effective remedy)’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선언 제10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

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

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구제의 형식과 실질 양 측

면에서 공히 보장되는 것이 전후 국제법의 발전 방향임을 천명한 것이다.  

749 Supra note 17, para.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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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의 전직 수상임을 이유로 하는 면제 항변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이 

다각도로 논의되었음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드러낸다.750 즉, 소말리아의 수상 

기타 요직을 역임한 피고인에게 가사 면제의 항변 여지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공무 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에 근거한 면제(conduct-

based immunity)’로 판단함으로써 주권면제나 국가원수 등의 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던 것이다.751 당해 면제를 적극적인 실체법적 항변으로 

인정함으로써 형량의 회피를 방지하였음은 법 기술의 측면에서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사법에의 접근’이 권리 실현과 궁극적 구제에 

조력한다는 측면에서 실체적 규범성도 아울러 지닌다는 명제와 서로 상응할 

수 있게 된다.752  

그리고 이는 비록 FSIA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규범의 이분법적 논의에 

대하여 대안적 반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인이 

‘사법에의 접근’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 단절된 규범의 인식이 지양됨으로써 

배상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이 현대 국제법의 정의 관념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절차적 규범인 주권면제와 실체적 규범인 

강행규범의 구분과 격리 시도가 국제법적 논증으로서 부적절함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독립 당사자인 그리스의 변론에서도 확인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만일 절차적 규범의 우위만이 관철된다면, 실체적 규범의 목적과 

                                          
750 Supra note 120의 첫째 판례, pp. 8, 15-17 참조. 

751 Anthony J. Colangelo, supra note 243, p. 76. Colangelo는 Samantar에게 일찍이 부여되

었던 면제는 주권, 외국의 국가원수 그리고 외교관의 지위에 근거한 면제와는 달리 ‘적극적인 

실체법적 항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논지를 넘어 주권국가, 국가원수 

그리고 외교관의 지위에 근거한 면제 제도라 할지라도 그 작용과 기능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적 규범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향후에도 논의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본다.     

752 Supra note 118, paras. 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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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는 양립되지 못하며,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처벌이라는 흠결이 발생할 것임을 간명하게 논증하였던 것이다.753 

  

Ⅰ.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은 그 전단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 의한 타당한 기간 내의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일찍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동 조항에 접근권(right of access), 

즉, ‘사법에의 접근’을 전제한다고 판단한 선례가 존재하고 있다.754  

물론 당해 판례에서 ‘사법에의 접근’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은 적극 

해석(extensive interpretation)을 통한 것은 아니고 동 협약의 문리해석에 

충실하였던 결과였다. 755  다만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행사는 사법 

기관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해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협약 

외부에서 있어서도 이러한 논리는 원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서 

주권면제와의 충돌 및 양립 가능성이 문제된다.756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제약 범주의 문제는 ‘Golder 사건’ 이후에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었으며, ‘정당한 목적의 추구’와 ‘수단과 목적 간의 

합리적 비례성’이라는 기준, 그리고 제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753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123 참조. 

754 Case of Golder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4451/70) (ECtHR) (2001), para. 

36을 참조. 

755 Ibid.  
756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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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 금지 등이 대체로 확인되어 왔다.757 특히, 이와 

관련된 논지 중에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배치되는 처우에 있어서의 

실효적 조사 요건은 특히, 국가책임이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대우에 관련되는 경우에 상기 접근권을 강력하게 예정하게 된다는 

대목” 758 은 ‘사법에의 접근’에 있어도 유의미한 지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은 물론이고 그 외의 범주에 대해서도 비인도적, 모욕적 처우가 일정한 

규모와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경우에, 이는 단발적 형사 사건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759 이거나 그 이상의 불법성을 

내포하게 될 여지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사안에서 

국가책임 추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에의 접근’이 주권면제 실행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이를 절차적 규범 간의 충돌 가능성으로만 단순하게 환원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상 권리 구제가 봉쇄되더라도 

양자의 상위에 위치하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기인하는 국가책임 문제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기 때문이다.760     

                                          
757Case of Osman v. the United Kingdom (87/1997/871/1083) (ECtHR) (1998), paras. 131, 

136, 147; Case of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9392/95) (ECtHR) 

(2001), para. 93; Ibid 등을 참조. 

758 Case of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9392/95) (ECtHR) 

(2001), para. 83. 

759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k); 동 규정 제8조 제2항 (a)(ⅱ); 동 규정 제2항 (b)(ⅹⅹⅰ); 동 

규정 제2항 (c)(ⅱ) 참조. 

760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166 참조. 이 

Cançado Trindade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면제란 관할권이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라는 

전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지칭하며, 연혁적으로 원칙(principle)이라거나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국제범죄에서의 관할권을 면탈, 은폐하는 방식으로 의도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권면제가 잔혹행위나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독될 수는 없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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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dsani 사건’에서는 재판의 허용가능성인 수리 적격(admissibility)과 

유럽인권협약 관련 조문의 적용 가능성 단계까지는 인용된 바 있었다. 761 

하지만, 원심 법원의 판단이 본 조항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영국 정부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즉, 동 조약이 비당사국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인함으로써 법정지국 관할권에 복속시키는 취지로는 해석되기 어려우며, 

이는 동 조약과 유럽국가면제조약의 취지와 배치되는 국제법상 위법한 의무 

부과로 판단한 것이다.762 또한, 영국은 청구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강행규범 

위반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보호나 국가 간 청구(inter-State claim) 등 

전통적 구제 수단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등, 763  비전형적인 재판상 청구로 

인한 주권면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영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구제수단의 실효적 확보는 결여한 채, 개인의 최후 수단이었던 

‘사법에의 접근’의 한계, 문제점만 부각시키는바, 국제인권법의 존중보다는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를 선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761 Supra note 118, paras. 6, 49 참조. 水島는 동 조약 제6조를 논하면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서의 고문이 문제되었던 ‘Al-Adsani 사건’을 통상의 ‘주권적 공법행위’에 수반되었던 단순 불

법행위에 관한  ‘McElhinney 사건’과 기타 고용 관계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다. 

전자에서 백중세였던 법정의견의 분포를 후자와의 비교 속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달

리 보아야 하는 두 사안에 대하여 산술적 분포를 논하는 자체가 전제가 틀린 것이며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p. 178-179 참조.    

762 Supra note 118, para. 50.  

763 Ibid.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이 다음 paragraph에 등장하는데,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였

으나 정부가 조력을 거부한 사실, 그리고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가해자(the Sheikh)를 상대로 

궐석 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정작 그의 영국 내의 자산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바 강제집행마저도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실효적 구제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

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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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사법에의 접근’의 제한은 ‘정당한 

목적의 추구’와 ‘수단과 목적 간의 합리적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 조치이며, 

영국 상원이 ‘Pinochet 사건’에서 고문 금지에 대하여 강행규범적 성격을 

인정한 전례가 존재하였음을 환기하였다.764 특히, 이러한 중대한 국제범죄를 

자행한 지도자들의 면제 항변이 국제형사법 상으로 부인된다면, 동일 사실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민사적 청구에 있어서도 역시 주권면제 부여의 법적 

근거가 소멸된다고 주장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765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절차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일지라도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통일적 해결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766    

  본 연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통상의 국가책임 성립과 

배상을 넘어 국가기관,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개인에 대하여 국제 형사법에 

기한 처벌 필요성이 문제될 정도로 국제법의 핵심 가치가 침해된 경우”라 

전제하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국제법 위반이라면 현대 국제법 

상 실행 축적에 따라 강행규범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는 

것이다. 767  이러한 경우에 ‘Al-Adsani 사건’의 고문 피해자의 주장은 그와 

동위이거나 필적하는 국제법 위반의 발생 시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주권면제와 기타의 면제 사이의 연관성, 궁극적으로는 면제 제도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의 재판관할권과 ‘사법에의 접근’의 구체화 문제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768    

                                          
764 Ibid., paras. 34, 51;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12 참조. 

765 Supra note 118, para. 51. 

766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82 참조. 

767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57, 65, 132, 134 참조. 

768  Supra note 118, para. 34 후단에서는 영국 상원이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물적 면제

(immunity ratione materiae)’와 관련된 자신의 판결이 고문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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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법에의 접근’의 제한에 있어서 ‘정당한 

목적의 추구’와 ‘수단과 목적 간의 합리적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 규범이 진공(vacuum) 속의 권리가 아닌 기타 규범과의 

관계에서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권면제가 관철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하여 비례성을 

일탈한 제한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769  하지만, 근소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강행규범 위배에 있어서조차 주권면제 실행을 동일하게 유지함은 

‘사법에의 접근’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로 평가된다는 반대 의견들도 거의 

동수의 지지를 받는 등,770 장래의 판단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다수의견에 있어서 ‘사법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원칙으로 

언급하였던 합목적성이나 비례의 원칙과 같은 척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법정지국 재판관할권에 대비되는 주권면제에 관해서만 판단 대상을 

국한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강행규범 위반이 발생한 경우, 

가해국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존립 근거인 자국의 독립, 평등, 그리고 존엄 

등을 대세적 방향으로 훼손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771  

  그럼에도 불구하고 ‘Al-Adsani 사건’의 다수의견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지국이 향유하는 국제법상 법익 등과의 형량 

문제도 주요 논점이 되지 못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의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을 부연하

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 면제 간에 필연적 연관성까지는 없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

이며, 일방은 여전히 타방의 유력한 법적 논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769 Ibid., paras. 53-56, 67. 

770  Ibid.,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ozakis and Caflisch, joined by Judges 

Wildhaber, Costa, Cabral Barreto and Vajić, para. 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Ferrari 

Bravo; Dissenting Opinion of Judge Loucaides 참조. 

771 Alexander Orakhelashvili, supra note 723, p. 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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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항 상 도출되는 ‘사법에의 접근’과 주권면제 간의 문제에 대하여 

규범 간 서열 문제로 취급하여 왔으나, 정작 ‘Al-Adsani 사건’에 이르러서는 

협약의 특별법적 성격(lex specialis)을 부인하고서 이를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주권면제의 취지에 따라 조화적 해석을 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772 

결국, 당해 판결은 유럽 권역의 특별법적 합의인 상기 조약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던 종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강행규범에 

따른 보호법익조차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773      

  최소한 국제법 위반의 심각성이 중대할수록 최후 수단으로서의 ‘사법에의 

접근’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이를 시사하는 사례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774  그럼에도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법에의 접근’ 권리가 진공 속에 위치한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은 법적 해석을 빙자하여 법익 간 형량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이며, 오히려 전략적인 회피에 가까운 것이다. 

역으로 형식주의적 논의(formalistic arguments)의 타성 속에서 규범 간 

충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량 작업도 생략하면서 주권면제를 무저항의 

진공 속에서 자동적으로 관철시킨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775  

  절차적 규범 간의 충돌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실체적, 절차적 규범 간의 

엄격한 이분법을 극복한다면, 고문금지라는 강행규범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주권면제의 ‘자동적 부인’이나 항변의 저지 가능성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776  또, 비록 주권면제 사안은 아니었지만, 국가행위(act 

                                          
772 Ibid., p. 176. 

773 Ibid., p. 177. 

774 Supra note 758, para. 83 참조.  

775 Supra note 118, Dissenting Opinion of Judge Ferrari Bravo; Dissenting Opinion of 

Judge Loucaides 참조. 

776  Ibid.,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ozakis and Caflisch, joined by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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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e) 이론과 Pinochet의 고문 행위와 관련하여 부인되었던 물적 면제 

간에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재판관할권 내에서의 

법적 판단을 저지하는 항변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은 주목을 

요한다. 777 이에 더하여 국제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행위이론과 

사법자제이론 등을 근거로 재판절차상의 심리를 저지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참조할 가치가 있다.778  

  상기 사건의 다수의견의 논지처럼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현실과 유리된 

실체가 아니라면, 법정지국 재판관할권에의 복속을 저지하는 주권면제 등의 

제도 또한 원인행위인 국제법상 위법행위의 비난가능성이나 주변적 실행의 

변화와 유리된 존재일 수 없다. 하지만,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사정,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형량 없이 주권면제 부인 자체의 국제법적 평가에만 그친 점은 

유감이다. 주권면제를 이유로 ‘사법에의 접근’을 무조건적으로 제약하게 되면 

강행규범 위반 여지가 문제되는 한 부단히 조정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Ⅱ. 관련 논점  

 

유럽인권재판소의 기본적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주권면제 실행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제1항 위반은 아니지만, 이를 반대해석 

하는 경우에 국제법 현재 단계에 비추어 면제를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동 조항 위배로 평가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779 특히, ‘Al-Adsani 

                                                                                                                
Wildhaber, Costa, Cabral Barreto and Vajić, para. 3 참조. 

777 Andrea Bianchi, “Immunity versus Human Rights: The Pinochet Case,”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 No. 2 (1999), p. 269에 언급된 Lord Millett의 지적을 

참조. 

778 Ibid.  

779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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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소수의견은 강행규범 위배 시에 주권면제가 도대체 원용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위배라고까지 논한 것이 특징이다.780 

이는 가해국이 자국의 주권면제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사법에의 접근’에 대응하는 주권면제의 항변을 상실한다는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재판 받을 권리를 이유로 관련 국가에 대하여 재판권의 발동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집행가능성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781 더구나 외국 판결의 이행, 특히 그 집행 

단계에서 있어서의 주권면제 부인은 현재 국제법의 발달 단계에서는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782 

다만, 그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유럽국가면제조약 제 20 조의 제 1 항에서는 

첫째, 관련 규정에 의거한 관할권 면제의 주장이 불가능하거나 둘째, 

궐석재판에서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파기 불능이거나 또는 추가적 항소, 심리, 

그리고 무효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 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법원에서 

자국을 상대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불이행에 대비하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한 

체약국을 상대로 하는 판결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타방 당사자 개인은 

당해 국가 법원을 상대로 원 판결의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780 Supra note 118,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ozakis and Caflisch, joined by 

Judges Wildhaber, Costa, Cabral Barreto and Vajić, paras. 3-4; ibid.. 水島는 이 페이지 각

주 139에서 관련 세미나 기록에 의거, ‘Al-Adsani 사건’의 효과는 설사 재량 영역(margin of 

appreciation)이 존재하더라도, 국가들이 국제법 상 면제 부여를 용이하게 정당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81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04 참조. 

782 Ibid., p. 205. 집행 단계의 존재라는 법적 장애가 본안에서의 주권면제 극복 논의의 실익

을 퇴색시킨다고 하는 것은 각 단계가 별개의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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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783 이는 본안 판결을 이행할 의무와 그에 관한 확보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집행 문제를 보완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는 이행을 담보하는 집행단계에 있어서의 주권면제 

항변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도 체약국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UN 주권면제협약 제 19 조의 판결 이후의 강제조치(post-

judgment measures of constraint)를 보더라도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단계에서의 

현행 실행이 ‘사법에의 접근’의 논의 실익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이를 

다루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주권면제 항변을 저지하고 

‘사법에의 접근’이 본안 단계에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행강제 

수단이 형해화된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784  이는 전향적 입장에서 실체적 강행규범인 

고문방지 원칙에 우위를 부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성과는 ‘사법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아니한 승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785  

  이는 소송경제적 측면의 비판이라는 한도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피해자의 ‘사법에의 접근’이 본안 단계에서 확보된다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 786  기본권 행사의 

                                          
783 유럽국가면제조약 제21조 제1항 참조.  

784 Flatow v. Islamic Republic of Iran, 76 F. Supp. 2d 16 (D.D.C. 1999) 27; supra note 121, 

Concurring Opinion of Judge Pellonpää joined by Judge Sir Nicolas Bratza;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08 참조. 

785 Supra note 118, Concurring Opinion of Judge Pellonpää joined by Judge Sir Nicolas 

Bratza 참조. 

786 국가책임법 초안 제37조에서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배상 방식 중에서 만족(satisfaction)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족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채택되는 국가책임의 이행 방식이다. 동조 제2항의 해석상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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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외부적인 소송경제적 실익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다. 오히려 법정지국에서의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두고 

가해국이 비경제적인 ‘피로스의 승리’라고 비난하거나 주권면제 항변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실효적 구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책임 이행이 존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 단계의 국제법의 실행에 따라 주권면제의 항변이 인용되어 

법정지국 재판관할권이 봉쇄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안에서 관할권에 대한 

‘사법에의 접근’ 시도는 실행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의 구제의 공백 지대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한다. 더구나 입법적 조치의 가능성이 회의적임을 이유로 

‘사법에의 접근’ 시도를 비판하는 것 787 은 국가 입장에서의 소송경제적, 

정책적 지적일 수 있어도 현대 국제법적의 발전상을 반영하는 논거로서 

자리매김될 수는 없으며, 개인 권리 구제의 확보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강행규범 위반 등에 관련된 면제 부인론 

 

Ⅰ. 면제의 묵시적 포기설 

 

‘Distomo 사건’에 있어서 그리스 국내 법원은 나치 독일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행위가 Hague Ⅳ Convention 의 Regulations 제 46 조의 내용에 

                                                                                                                
‘사법에의 접근’에 대하여 원인행위의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청구인에게 적어도 

본안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는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인행위가 강행규범 위배에 

관련되는 경우에 집행단계에서까지 주권면제 항변이 부인되더라도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례성을 일탈하였다거나 가해국에 대하여 굴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론 구성도 가능하다

고 생각된다.    
787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p. 208, 210 참조. 



236 

 

저촉되는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에 

해당된다고 평가한 바 있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788  이는 종래의 강행규범 

이론과는 논의의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가해국 측의 위법행위의 성질에 

따른 항변의 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묵시적 포기설의 논의는 주권 행사의 형태로서의 주권면제의 성질상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의제라는 지속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89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한 사건 

등에 있어 법정지국인 외국의 관할권 행사에 자진하여 동의함으로써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란 대단히 비전형적일 것이다. 790  외국 재판관할권에 대한 

묵시적인 복속은 국제 사회의 구성 국가들이 상호 신뢰와 박애주의를 

완벽하게 공유하는 상황에서나 겨우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면제에 대하여 법정지 재판관할권, 개개인의 재판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이익형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묵시적 포기로 의제하는 

이론 구성은 상당한 무리와 비약이 수반되며, UN 주권면제협약에서도 타국 

관할권에의 복속은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791  아울러 

외교관의 면제를 보더라도 파견국이 자국 외교관이 향유하는 면제를 포기할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는 언제나 명시적일 것이 요구된다.792 이를 감안하면 

국가 의사의 존재가 예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 표시의 입지는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793  

                                          
788 Maria Gavouneli and Ilias Bantekas, supra note 322, p. 200 참조. 

789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25. 

790 UN 주권면제협약 제7조 참조. 
791 Ibid; Supra notes 361, 362 참조. FSIA의 조문을 보더라도 어떤 행위 태양으로부터 국가

의 주권면제 포기의사를 추단하는 취지로는 읽히지 아니한다.  

79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 제2항. 

793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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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미국 학계나 실무에서도 상기 ‘Distomo 사건’에서의 그리스 법원의 

논지처럼 국제법상 중대한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가해국은 주권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의제하는 이론 구성 794 이 일시적으로 주목 받은 

바 있었다. 795 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가능하다면 개인의 재판청구권의 

보호라는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역시 외국 재판관할권에의 자발적 복속의 비전형성에 기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관계되는 조약의 규정 취지만 보더라도 주권면제에 대한 

자발적인 포기를 전제하고 있는바, 그러한 한도에서는 묵시적 포기나 포기 

의제는 보편적 consensus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었을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의 외연 확대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도 존재하게 된다.   

  요컨대 주권면제의 부인의 법적 효과를 위한 이론 구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무리한 의제는 자제되어야 한다. 다만, 묵시적 포기설이 의도하였던 법적 

효과 자체는 타당성이 존재하는바, 국제법 심각한 위반이나 강행규범 위반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포기한 가해국의 

처리에 대한 소극적 지침으로는 기능하리라 생각된다.   

 

 Ⅱ. 주권행위 부정설    

 

우선 이는 강행규범의 등장으로 인하여 발전한 현대 국제법 상 수직적 규범 

체계의 운용을 뒷받침 하게 될 단서를 제공한다. 1980년에 국제법위원회가 

정리하였듯이 현재 단계의 국제법의 실행에 있어서 주권면제가 관습국제법 

                                          
794 Adam C. Belsky, Mark Merva and Naomi Roht-Arriaza, supra note 383, p. 365. 그리스 

최고법원이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를 원용한 이후, Belsky 등의 묵시적 포기 이론은 미국의 

일각을 제외하고는 그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795 Supra note 361 참조. 



238 

 

상의 일반 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면, 796  외국 

재판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주권적 공법행위 자체의 범주 조정을 

통하여도 주권면제의 실행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강행규범 위반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행위는 근본적으로 

주권적 공법행위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국제법의 위반이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이 문제될 

단계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미 더 이상 통상의 범주 내의 국가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지적은 이를 적절히 뒷받침한다.797  국제법상 국가의 불법행위가 

무수히 발생하고는 있으나 개별 행위의 질과 양은 천양지차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것이거나 또는 단순 과실이나 무과실책임에 연계되는 것 사이에는 법적 

효과에 있어서 간극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분되는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잔혹행위(Delicta Imperii)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된다면, 예외 사항으로서의 주권면제 항변의 우위를 

인정하는 실행의 한계는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상기 ‘묵시적 

포기설’과는 다르게 국가의 의사에 대한 작위적인 의제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론 구성에 있어서 난점이 덜하고 합리적이다. ‘Arrest Warrant 

사건’의 공동별개의견에서도 주권적 공법행위 개념은 정태적이지 않고 항상 

진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국제 사회의 우선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798  

                                          
796 Supra note 17, para. 56. 

797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60, 184 참조. 

이 부분에서 Cançado Trindade 재판관은 국제 범죄의 경우를 아예 주권적 공법행위의 범주

로부터 배제함으로써 Delicta Imperii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법률 용어의 포섭 범위

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798 Supra note 34,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s Higgins, Kooijmans and Burgen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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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강행규범과 인권 개념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던바, 

국제사법재판소의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다수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규범 위반에 대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타나는 

것이다. 799  이에 따르면 당해 강행규범 위반으로서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주권행위(sovereign act) 성격의 인정 여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주권면제 

인정 여부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800  적어도 강행규범이 확립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 행위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부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를 위배하는 불법을 지시하는 등 실행 착수로 나아갈 경우에는 

당해 행위는 이미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 권력의 행사, 다시 말해 주권적 

공법 행위로 볼 수조차 없으며, 다만 주권면제의 보호 범위 외부에 위치하는 

중대한 범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801       

결국, 잔혹행위 개념이 확립된다면 수직적 법체계의 정점의 강행규범 위배 

시에도 주권면제와의 충돌에 관한 이론적 난점 역시 해소될 수 있는바, 그 

실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가 행위에 대한 종래의 이분법을 지양함으로써 

비로소 국제법 규범의 층위가 온전히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이론 구성은 규범 간의 수직적 체계를 예정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주권적 공법행위의 내용에서 중대한 범죄적 성질을 가진 행위 태양을 

제거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존재하게 된다.802  이를 통하여 사실상 상업적 

                                                                                                                
para. 72 참조. 

799  François Larocque, “Torture, jurisdiction and immunity: theories and practices in 

search of one another,” in Orakhelashivili, Alexander (Ed.), Research Handbook on 

Jurisdiction and Immunities in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 466 

참조. 

800 Ibid. 

801 Ibid., pp. 466-467;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213, 290 참조. 

802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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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위의 여집합이나 마찬가지였던 주권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포섭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제3절 방론: 대응조치설  

 

국제법의 현 단계 실행에 있어서의 전도된 주권면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설사, 가해국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하는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법정지국의 실행이 국제법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성은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 803  그렇다면, 가사 

주권면제의 부인이 관습국제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내재된 별도의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다루기로 한다. 즉, 형법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처럼 주권면제 부인에 기인하는 위험부담 문제를 역으로 가해국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이다. 이는 관습국제법인 

주권면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점에 대한 국제법 위반을 일단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논의이다.   

  활용 가능한 이론적 틀로서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거론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의 대응조치라 

함은 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항하는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현대 국제법상 활용 빈도가 비록 감소되었을지언정 국가책임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견지에서 개념적 의의는 크다.804 대응조치는 그 자체로는 

국제법의 위반을 구성하지만 가해국의 선행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로 

                                          
803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28. 

804 Christian J. Tams, “Countermeasures against Multiple Responsible Actors,” in André 

Nollkaemper and Ilias Plakokefalos (Eds.), Principles of Share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 An Appraisal of the State of the Art (Cambridge, 2014),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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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 배상을 관철하기 위한 범주에서는 비무력적 수단에 머무르는 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805 그리고 대응조치의 과정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의 경중이 감안되어야 하며, 전보 대상인 피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례성의 원칙의 준수 역시 요구된다.806  

  대응조치는 국가 자신의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개인의 청구권을 

위하여 조력하는 방식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외국 국가의 선행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개인 청구권의 존재와 이에 따른 

자국 재판관할권 내에서의 ‘사법에의 접근’ 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정지국이 외국의 주권면제를 부인하는 것이 대응조치로서 이론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강행규범 및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자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법 질서로의 회귀를 촉구하기 위하여, 주권면제 부여 의무에 

반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박탈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대응조치로 이론 구성할 

수 있는데, 당해 조치는 국제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일단은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807        

 물론,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주권면제를 부인함에 있어서도 UN 헌장 

상의 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나 인도적 성격의 의무, 그리고 강행규범에 

기한 의무가 배제될 수 없으며, 808  방식에 있어서도 비례성 원칙으로부터 

일탈하여서는 안 된다.809 그리고 대응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상대국에 대하여 

                                          
805 정인섭, supra note 28의 책, p. 408. 

806 국가책임법 초안 제51조; ibid.  

807 국가책임법 초안 제49조 제1항; Patricia Tarre Moser, supra note 498, pp. 814, 816; 水

島朋則, supra note 155, p. 228 참조. 

808 국가책임법 초안 제50조 제1항 참조. 

809 Patricia Tarre Moser, supra note 498, p. 822. Tarre Moser는 이 부분에서 본 요건에 대

한 국제 판례의 흐름이 ‘not disproportional’에서 ‘proportional’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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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최고절차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810 결국, 주권면제의 부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사법부의 몫인데, 법을 해석, 선포하는 사법부가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국제법 질서에 대한 위반을 결의하는 형태인 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전적 고려가 필요하다.8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 부인을 통한 본안 심리의 계속이 개인 권리의 

실효적 구제에 기여하는 점에는 큰 의의가 존재하는바, 그러한 한도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대응조치로서 정의할 실익은 존재한다.812 또한, 집행 

단계에서의 이론 구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권면제 부인 범위가 본안 단계에 

국한된 한도에서는 국가책임초안 제49조 제2항, 제3항의 행위, 방법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이해된다. 특히, 주권면제의 장벽을 극복하고 재판의 

실현(realization of justice)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국가책임 상의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배상 형태로 볼 수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한 견해는 주목할 만 하다.813 

  마지막으로 국가책임법 상 대응조치를 이유로 하는 이론 구성과 관련하여 

허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대응조치로의 이론 구성이 국제법 

질서에 부합되는지는 ‘주권의 잔여원리(일반적 허용의 원칙)’가 판단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814  이 원리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권 국가에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815 이 원리는 특별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감을 언급하고 있다.  

810 국가책임법 초안 제52조; Patricia Tarre Moser, supra note 498, p. 819. 

811 水島朋則, supra note 155, p. 229. 

812 Ibid. 

813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21 참조. 

814 江藤淳一『国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有斐閣 2012）, p. 158. 

815 Ibid.,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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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인바, 816  PCIJ 시절의 

‘Lotus 사건’ 등 일부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현대 국제법에 들어올수록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여 왔던 것이다.8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국가의 대응조치로서의 주권면제의 

부인을 ‘주권의 잔여원리’에 입각하여 실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제법의 

금지규범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비록 이 원리가 현대 

국제법상 널리 확립된 원칙은 아니더라도 그에 입각한 재량적 대응조치로서 

주권면제의 부인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성격을 내포한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 질서의 회복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수반된다면,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818 

따라서 향후 강행규범 위반이나 그에 필적하는 사안의 문제되는 경우, 본 

논점이 거론될 여지는 계속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요컨대, 주권면제 항변을 부인하고 원인행위 위법성에 기인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확보라는 차원에서의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대응조치로서 

파악함에는 일단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819   특히, 대응조치는 국제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일단 인정한다는 점에서 ‘독일 대 이탈리아 

                                          
816 Lotus, Judgment, 1927, P.C.I.J., Series A, No. 10, p. 19; Supra note 3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Van den Wyngaert, para. 49. 

817 江藤淳一, supra note 814, pp. 158-159, 164, 168-169 등을 참조. 특히, 江藤는 ‘Lotus 

사건’의 판결 이후에는 정작 각급 법원이 본 원리에 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818 하지만, 이론 구성에 있어서 대응조치설은 일단 국제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전제하

는 이상, 국가책임법 상의 관련 요건의 준수가 되지 아니하여,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지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론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사법에의 접근’ 허용이 국제법 위법임을 

고착화시키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819 Patricia Tarre Moser, supra note 498, p.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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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적절히 주장되었더라면 이탈리아와 그리스 측 주장에 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용이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820  그리고 대응조치에 기한 논지는 진실에 대한 집단적 권리 

확보에도 공헌하리라고 생각된다.821  

이 부분에서 언급한 방론은 본 연구의 논지와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전략적인 이점조차 몰각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을 

확립시키기 위한 주권면제 부인에 대하여 일단 국제법 위반을 인정함에 따른 

논란도 부단히 지속될 것이다. 다만, 원용하기에 따라 보다 주권면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대응조치의 가능성을 

소개하는 선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7장 결론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판결에 의하여 촉발된 주권면제의 실행과 

방향성은 당해 국제판결의 다수의견을 통하여 결코 명쾌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이후의 이탈리아와 미국의 국내 사법상의 실행을 

감안한다면, 부단한 재정립과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 의한 

사법적 구제의 시도 역시 그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승소 가능성의 문제와는 별도로 권리실현의 

시도가 재판상 가능하다는 점에 독재적 의의가 존재함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다. 822 오히려, 이러한 경향은 주권면제 제도의 향후의 변화와는 별개의 

                                          
820 Ibid., p. 851. 

821 Ibid., p. 850. 

822 Supra note 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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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특히, ‘법적 책임의 공백 지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줄어들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주권의 속성인 자체 완결성과 불가침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비판하는 

독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주권면제의 제한 가능성에 대한 담론은 지엽적 

해결책 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제한적 주권면제 이론과 실행의 다수파는 

그러한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주권면제에 관한 조약이나 국내 

입법도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행위 이분설의 인식의 틀에 구애되어서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과 강행규범 위반, 나아가 국가행위의 범주에서 이미 일탈한 잔혹행위의 

존재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요원한 작업이 될 것이다. 823  그렇게 되면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다수의견처럼 주권면제와 전쟁배상책임의 

상호연관성을 무시한 채로 그저 논의의 평면(phase)이 다르다는 수준 이상의 

논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그 뒤에는 순환논리의 무한한 반복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차라리 개인이 ‘사법에의 접근’ 단계로 나아가기 이전에 상기 

연관성과 배상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라도 적절히 존재하였더라면, 국제법 

상의 정의와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원판결을 

직접 거론하고 비판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관한 국내적 이행 문제에 

있어서 제동을 걸었던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대 국제법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반작용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더구나 

단순히 판결의 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차원이 아닌,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이탈리아의 헌법적 질서를 전후의 국제인권법 관철의 측면에 보다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를 풀이한 것은 중요한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국가 간의 법’ 

                                          
823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paras. 171, 177-178, 181, 1931, 

201-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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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전제로 한 주권면제 실행을 옹호하는 결정이 비록 현재는 주류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에의 접근’에 중점을 두는 해석이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는 보다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주권면제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국제법적으로 

유의미한 문제 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주권면제가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명제는 실체법적 논점과의 

개별적 연계성 속에서 파악되지 아니하는 한, 현실과는 유리된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명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한 명제가 항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법적 구제를 시도하는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여야만 미래의 분쟁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나 강행규범 위반에 기인하는 청구권자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법에의 접근’ 시도에 대하여 관습국제법적 위상 혹은 

나아가 대세효를 내포할 수 있도록 국제법 차원에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미주인권재판소의 선례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824   

주권면제 제도와 강행규범 위반의 효과 문제는 서열의 우열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법과 절차법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것은 사안을 교착 상태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인바, 이론적 일관성만 관철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조가 요구될 것이다.  

첫째, 주권면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강해규범과의 관계에서는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강행규범이 아닌 규범은 강행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며, 만일에 주권면제의 본질이 

절차적이라는 점에만 착안하여 실체적 규범, 특히, 강행규범에 대하여 

                                          
824 Supra note 617, paras. 84, 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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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의 여지를 부정하는 것은 강행규범이 요구하는 법적 효과를 사실상 

배제하는 시도와 다름없다.825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있어서도 유사한 합법적 ‘비상구’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나 강행규범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사법에의 접근’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수직적 규범 체계가 

확립된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주권면제를 합리적으로 제한 또는 부인하기 

위한 논의는 실질적 정의로 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상응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일련의 국내외 판결과 입법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비율로 유지되어야 할 시점이 바로 현재이다.  

이렇듯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의 확산은 바로 주권면제와 강행규범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의 소소한 변화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825 이성덕, supra note 8의 논문, pp. 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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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 states, which had been established under the Westphalian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cquired the status as essential subjects 

exclusively on the premise of mutual equality. Such an international legal 

status necessarily stimulated the notion of sovereign immunity to the 

extent that a sovereign state would not be subject to any foreign 

jurisdiction. By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sovereign immunity 

had undergone a constant transition to the restricted practice within the 

range of acta jure imperii. Since then, the restrictive sovereign immunity 

has been repeatedly perceiv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at the adherence to the sovereign immunity of last 

century by main courts at home and abroad can also be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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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refore, it is worthy of notice that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has changed fundamentally from the blueprint which the law of nations 

had presumed.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in international law, the 

development of jus cogens, and a series of the war-crimes trials 

continued up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2002. 

Such a postwar development implies a constant expansion of 

effectiveness with regard to state responsibility and relevant sanctions. 

Added to that, the recent development also suggests that practice on the 

restrictive sovereign immunity cannot be free from the changing 

tendency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restrictive 

sovereign immunity has not been able to reflect the new international 

legal tendency adequately despite the steady supports from a seri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urts up to recently. Above all, the relevant 

concept of the restrictive sovereign immunity cannot distinguish the state 

practices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in a proper manner, since 

the notion of acta jure imperii is presumed to cover both the ordinary act 

of state and seriou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he restrictive sovereign immunity originated from the purpose of 

illuminating the relevant cases and securing the predictability thereof on 

the premise that the sovereign immunity on the absolute doctrine should 

be modified. However, the recent decisions by some mainstream courts 

have excessively adhered to the predictability within the restrictive 

sovereign immunity, eventually causing the legal accountability vacuum 

under the pretense of legal stability distant from the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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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s we can observe this from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of ICJ and ‘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of 

ECtHR, sovereign immunity has been functioning paradoxically as an 

obstacle to access to court for the victims and eventually to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in case of seriou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hen, after grasping the relevant points by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urts, it needs to be arranged how sovereign immunity should 

be modified.   

 In spite of the prevalent adherence to sovereign immunity from a series 

of practice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urts, there certainly exists a 

common feature in a chain of decisions which have performed a role as a 

significant objector. It deserves attention that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inter alia, found the enactments and subsequent practices 

of Italy in compliance with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of 2012 to be unconstitutional, 

blocking the relevant legal effect.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its reasoning on the ground that the right of access to court of Italian 

victims in pursuit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damages caused by 

the Third Reich constitutes an inalienable fundamental value in the Italian 

Constitutional Order. The decision implies that the right to compensation 

attributable to the jus cogens violation must not be neglected on the 

pretense of sovereign immunity with procedural character. In addition, 

some domestic courts have steadily ruled against sovereign immunity 

especially on the issues of return of Nazi-plundered cultural heritage, 

torture by state organs, and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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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the right of 

access to court in order to restore and secur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victi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to remedy by means of access 

to court is a last resort for the victims to be linked to their raison d’être. 

This interpretation originates separately from the context of postwar 

settlement among relevant nations.  Therefore, the possibility to remedy 

is inseparable from the discussion on the further restriction on sovereign 

immunity and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rational adjustment 

thereof. Furthermore, the access to court will also offer the last bastion 

for Korean victims of the jus cogens violations in a situation with the 

postwar compensation issues unsettled entirely for over 70 years.  To 

sum up,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sovereign immunity need to be 

constantly adjusted and restricted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friendly 

practice under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time 

is at the point of denying sovereign immunity in the cases of seriou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lest states should convert the immunity into 

the de facto indul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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