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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로 아프리카인이었고 그 결과 ICC가 아프리카재판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됨에 따라, 아프리카에서는 ICC를 대신하여 아프리카 대륙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처

벌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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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합(the Africa Union: 이하 “AU”라 함) 총회는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2009년 2월에 개최된 제12차 회기 때 AU위원회에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에 관한 아프

리카위원회와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에 관한 아프리카 재판소와 협의하여, 동 재판소에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를 재판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

는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 그 후 AU는 아프리카지역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판소를 설립하자는 결의를 반복적으로 채택하여 왔다. 결국 

2014년 6월 27일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의 말라보(Malabo)에서 개최된 AU의 ‘국가

원수 및 정부수반 회의’, 즉 AU총회(the 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e 

Assembly”)는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2)

라는 소위 말라보의정서(Malab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말라보의정서는 AU 지도자들이 

채택하여 온 8개의 법문서 중의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아프리카 지

역에 고유한 형사재판소로서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African Criminal Court: 이하 

“ACC”라 함)3)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5개국의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ACC설립제안은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환으로 아

프리카에 지역적 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는 것인데, 이 제안을 담고 있는 말라보의정서는 

이 재판소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제도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 재판소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행된 인권위반에 대해 국가차원

의 국제책임을 묻는 제도와 함께 개인차원에서의 형사책임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다

만, 말라보의정서는 현직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과 고위직 국가관료들에 대해 ACC에서의 

재판권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특히 이러한 면제를 부인하고 있는 ICC규정과의 마찰을 야기

하고 있다.

이 논문은 ACC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말라보의정서를 중심으로 우선 이 의정서의 채택 

배경, 즉 ACC의 설립 논의의 배경과 ACC의 주요 구조를 분석한 후(제II장), 말라보의정서

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된 쟁점을 살펴본다(제III장). 그 후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

 1) Gerhard Werle & Moritz Vormbaum, “Creating an African Criminal Court”, in Gerhard Werle & Moritz 
Vormbaum (eds.), The African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n the Malabo Protocol (The Hague: T. 
M. C. Asser Press, 2017), p. 3.

 2) African Union, Protocol on Amendments to the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Malabo Protocol), 27 June 2014, available online at:https://au.int/en/treaties/protocol-a
mendments-protocol-statute-african-court-justice-and-human-rights (2020. 5. 20. 방문)

 3) ‘아프리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명칭은 어디까지나 통칭이며, 정식 명칭은, 다음 제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사법인권재판소내의 ‘국제형사법 부문’(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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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는 ‘국가원수 등의 재판권 면제’의 허용 여부를 현행 국제법(ICC규정과 관습국제

법)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특히 ICC규정상 재판권면제문제와 어떠한 관련과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제IV장).

Ⅱ.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배경

1.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의 경과

아프리카에는 이전부터 원래 두 개의 재판소가 존재하여 왔다. 하나는 2006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에 관한 재판소’(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이하 “ACHPR” 또는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라 함)이다. ACHPR은 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이하 “OAU”라 함)가 1998년 6월 10

일 채택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의정서’(the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에 의하여 설립되어4)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다. ACHPR은 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인권보

호임무를 보충하기 위한 인권법원으로서 탄자니아의 아루샤(Arusha)에 소재하고 있다. 

ACHPR은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AU위원회가 제기하는 인권위반과 관

련한 개인 통보사건은 물론, 개인, 아프리카 NGO 또는 AU 회원국이 제기하는 인권위반 

제소사건들까지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5)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African Union: 이하 

“ACJ”라 함)이다. 2000년 OAU가 AU로 변경됨에 따라 AU헌법(the Constituitive Act of 

 4) 이 의정서는 2005년 1월 25일 발효되었다. ‘아프리카 인권헌장’은 1981년 OAU에 의해 채택되었고, 
1986년 발효되었다. 이 헌장에 따라 1987년 11월 갬비아의 반줄(Banjul)에 소재하는 아프리카 인권위원
회(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가 창설되어 이 헌장에 대한 해석 임무와 개
인이 본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인권위반 청원을 심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 감독기구로서 활동
하여 왔다. M. Hansungule, “African Courts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in A. Bosl and J. Diescho (eds.), Human Rights in Africa (Namibia: Konrad-Adenauer-Shifting, 
2009), p. 233.

 5) ACHPR의 중대한 법적 한계는 ACHPR이 개인이 본국에 대해 제기하는 인권위반 통보를 다룰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그 본국이 이를 허용하겠다는 특별선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AU 회원국 중 
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뿐이다. Kamri M. Clarke, Charles C. Jalloh & Vincent O. Nmehielle, 
“Introduction: Origins and Issues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and Peoples’ Rights”, in 
Charles C. Jalloh, Kamari M. Clarke & Vincent O. Nmehielle (eds.),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and People’s Rights in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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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frican Union)이 제정되어 여러 기관이 창설되었다. 이 기관 중 하나가 아프리카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ACJ인데, 이 재판소는 2003년 7월 11일 AU총회에서 채택된 ‘AU사법재

판소 의정서’(the Protocol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AU)에 의하여 설립이 예정되어 있

었다. ACJ는 AU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AU가 채택한 조약들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

쟁을 다루는 관할권을 가진다. 이 의정서 자체는 15개 AU회원국의 비준을 얻어 2011년 2

월 11일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재판소는 실제로는 설립되지 못하였다. 왜냐하

면, 2004년 AU총회는 재판소의 합리적 운영 도모와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해 상기 두 개

의 재판소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6) 그리하여 2008년 7월 1일 AU총

회는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the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이하 “통합의정서” 또는 “the Merger Treaty”

라 함)를 채택하여7)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이하 “ACJHR”이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 의정서는 2008년 7월 1일 

이집트의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채택되어 ‘Sharm El-Sheikh의정서’라고도 불

리는데, 15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단지 5개국(리비아, 말리, 부루키나파소, 콩고 및 베냉)만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있

는 결과, 통합재판소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 AU와 ICC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겪게 되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6월 27일 AU총회는 ACHPR을 새로운 ACJHR로 변형하기 위하여 말라보의정

서를 채택하였다. 통합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이지만, 또 다시 재판소의 구조를 개혁하여 

ICC에 의한 독주를 견제하려 한 것이다. 

말라보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ACJHR 

내에 3가지 부류의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부를 설치하여 그 중 하나를 새롭고도 전문적인 

형사재판부, 즉 ‘국제형사법 부문’(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재판부, 소위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라보의정서는 

ACJHR 내에 세 부류의 재판부를 두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사법재판소를 대체하는 

‘일반사항 재판부’(the General Affairs Section)와 기존의 인권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권 및 인민권 재판부’(the Human and Peoples’ Rights Section), 이 외에, 새로이 광범위

 6) Matiangai V. S. Sirleaf, “Regionalism, Regime Complexes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Africa”, 
54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699 (2016), p. 720.

 7) African Union,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1 July 2008, 
available online at: https://au.int/en/treaties/protocol-statute-african-court-justice-and-human-rights (the 
Merger Protocol)(2020. 5. 20. 방문).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주요 쟁점 83

한 부류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형사법재판부’를 둘 예정이다. 이 세 번

째 재판부는 특히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와 같은 핵심적인 

ICC 관할대상범죄는 물론, 그 외에 해적, 테러범죄, 부패,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10개 범주의 범죄에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ACJHR에는 세 가지 부류의 재판부가 설립될 것이다. 첫째는 ‘일반사항을 다루는 

재판부’로서 무엇보다도 AU헌법 및 AU체제 내에서 발효 중인 그 밖의 모든 조약의 해석

과 적용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며, 둘째는 ‘인권 및 인민권을 다루는 재판부’로서 인간의 권

리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밖의 인권 관련 문서에 따른 사건을 다룬다. 세 번째 재판

부는 주로 국제범죄를 다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재판소는 총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특히 국제형사법재판부는 전심재판부(1명의 재판관), 일심재판부(3명)와 항소재판

부(5명)로 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 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은 법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해 보인다. 

만일 ACC, 즉 ACJHR의 ‘국제형사법 부문’의 설립이 ICC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닌 한, 

ACC의 재판권 행사는 ICC 관할권의 대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듯이 보일 수 있

다. 왜냐하면 ICC 규정의 당사국들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를 그 국내법원에서뿐 

아니라 지역적 재판소인 ACC에서 먼저 기소･처벌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전, ICC규정 당사국이 먼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것이 보충성 원칙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라보의정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ACC의 설립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아직 없다. 2015

년 1월 말,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제24차 AU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AU 54개국 중 11개국이 말라보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아직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전무하다.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직 이러한 지역적 재판소의 출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CC의 실제적 설립은 각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특히 ACC의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문가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애

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8) 

2. ICC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태도의 변화

 8) Ivan Ingravall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rican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mmunity or Impunity?”, in Giovanni Cellamare & Ivan Ingravallo (eds.), Peace Maintenance in Africa: 
Open Legal Issu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and G, 2018),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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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국가들은 ICC규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

륙의 경우보다 ICC규정의 당사국인 된 국가의 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초기에는 ICC에 매

우 친화적이었다.9)

그런데 ICC의 설립 이후, ICC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태(situations)를 주시하였

는데, 예컨대 아프리카(부룬디, 기니, 나이지리아), 남미(콜롬비아), 유럽(우크라이나), 아시

아(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이라크, 팔레스타인)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ICC는 오

로지 아프리카 사건들만 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ICC가 다룬 사건과 관련된 국

가는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리비아, 말리, 수

단, 우간다 등이다. 따라서 ICC가 조사활동을 개시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의적인 선정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0) 특히 UN 안전보

장이사회는 2005년 수단의 다푸르(Darfur) 사태와 2011년 리비아사태를 ICC에 회부한 바 

있다. 2015년 10월 13일에 이르러서야, ICC의 소추관이 2008년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

지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South Ossetia)에서 발생한 범죄(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관련하여 ICC규정 제15조에 따라 독자적인 수사개시를 허가해 줄 것을 전심재판부에 요청

하였고, 2016년 1월 27일 전심재판부가 수사개시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ICC가 설립된 이후 적어도 2015년까지는 ICC에서의 수사와 기소는 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태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표적이 되어 왔고, 이러한 현상을 아프

리카 국가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ICC, 특히 당시 소추관이었던 오캄포

(Luis Moreno Ocampo)의 불균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여 왔다.11) 이러한 비

난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행해졌다고 여겨지는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사건이 많이 다루어진 것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

위 자기회부(self-referral)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과12) 아프리카지역이 상대적으로 무력충

 9) 54개 아프리카 국가들 중 34개국이 ICC규정의 당사국이며, 나머지 10개국은 서명을 하였지만 아직 비
준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비준국 모두가 ICC규정을 국내법체계 내에서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G. Kemp, “The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in Africa”, in G. Werle, L. Fernandez & M. 
Vormbaum (eds.), African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Hague: Asser Press, 2014), pp. 61
이하 참조.

10) M. M. deGuzman, “Choosing to Prosecute: Expressive Selection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3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5 (2012), pp. 265 이하. 

11) L. S. Sunga, “Has the ICC Unfairly Targeted Africa or Has Africa Unfairly Targeted the ICC?”, in T. 
Mariniello (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Search of Its Purpose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2015), pp. 147 이하. 

12)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ICC에 회부하여 처벌케 하는 자기회부를 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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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잦고 심각한 인권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지적도 자주 제기되어 왔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제로 자국 내에서 

발생한 또는 자국민이 행한 중대한 국제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때때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 수단으로서 정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ICC를 스스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13) 또한 어떠한 

법체계도 유사한 범죄를 범한 다른 자가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어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신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듯

이,14)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만 처벌받고 있다는 현상을 근거로 ICC의 신뢰성에 대해 반

감을 가지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ICC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아프리카의 현직 국가원수들을 기소한 세 가지 경우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수단사태와 리비아사태의 회부이고, 세 번째는 ICC 

소추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활용하여 케냐의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을 기소한 

사건이다. 먼저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05년 결의 제1593호15)를 통해 Darfur사태를 ICC소

추관에게 회부함으로써 수단의 알 바쉬르(Omar Al Bashir)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

시하게 하였다. 수사결과 Al Bashir 대통령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는 혐의로 ICC는 2009년 3월 4일과 2010년 7월 12일에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16) 집

단살해죄의 간접정범으로도 기소하였다.17) 리비아사태의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

년 2월 26일자 결의 제1970호에 따라 이 사태를 ICC에 회부함으로써 카다피(Gaddafi)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개시시켰는데, 2011년 10월 20일 그가 사망함으로써 기소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케냐사태에서는 2007년에 발생한 케냐 선거후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ICC소추

중앙아프리카공화국(2회), 콩고민주공화국, 말리와 우간다가 있으며, 2005년 2월에는 아이보리코스트가 
상황을 회부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ICC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임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이보리코스트는 그 이후 2013년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13) M. du Plessis, T. Maluwa & A. O’Reilly, Afric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hatham House, 
2013), p. 3.

14) Rowland J. V. Cole, “Africa’s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ore Political than 
Legal”, 14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70 (2013), pp. 670 이하. 

15) 2005년 3월 31일 채택, 11개국이 찬성하였고 4개국(알제리, 브라질, 중국, 미국)은 기권하였다. 
16) ICC-02/05-01/09-1. 체포영장 발부과정에 대한 논평은 A. Ciampi, “The Proceedings against President Al 

Bashir and the Prospects of their Suspension under Article 16 of the ICC Statute”, 6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885 (2008), pp. 885 이하 참조.

17) ICC-02/05-01/09-95. 간접정범(indirect perpetrato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J. Jeßberger & J. 
Geneuss, “On the Application of a Theory of Indirect Perpetration in Al Bashir: German Doctrine at the 
Hague?”, 6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853 (2008), pp. 85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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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케니아타(Kenyatta)와 루토(Ruto)를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하였다.18) 

2013년의 이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Kenyatta는 대통령으로, Ruto는 부통령으로 선출되었

다.

이와 같이 ICC가 설립된 후 여러 명의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은 ICC에 의한 형사재판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아프리카형사재판소로 전락

하였다는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AU의 회원국들과 ICC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AU의 기관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규정 제16조에 따라 Al 

Bashir에 대한 수사를 연기하는 권한을 사용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19) 안전보

장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을 심의하지 않았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2008년 7월 31일자 

결의 제 1828호(미국은 기권함)의 전문에서 7월 21일자 AU의 이러한 결정에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추후 심의할 의도에 주목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다. AU에 의한 이

러한 요청은 Gaddafi 리비아 대통령과 케냐의 Kenyatta 대통령 및 Ruto 부통령 사건과 관

련하여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케냐 사건의 경우 2013년 11월 15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초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20)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을 충분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

정적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2009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여 남아공은 ICC규정 제16

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ICC에 회부된 사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UN총회가 수사 또는 기소를 1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21)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별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2013년 AU 총회는 또한 “AU의 현직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해 어떠한 국제법원 또는 국제법정도 기소를 개시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22)

18) ICC-02/09-02/11（Kenyatta사건), ICC-01/09-01/11(Ruto사건)
19) 예컨대 AU총회의 결정. 2009년 2월 3일자 Assembly/AU/Dec. 221 (XII).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많은 AU

총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20) 7개국이 찬성하였고 8개국(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영국 및 미국)이 

기권하였다. 
21) Assembly/AU/Dec. 270 (XIV) (2010.2.2.). 이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C. C. Jalloh, D. Akande & M. du 

Plessis, “Assessing the African Union Concerns about Article 16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 African Journal of Legal Studies 1 (2011), p. 5 이하 참조. 

22) Ext/Assembly/AU/Dec.1(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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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Kenyatta 대통령 및 Ruto 부통령 사건은 종료되었다. 2015년 3월, Kenyatta에 대한 

기소는 핵심적 증인의 부재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철회되었는데,23) 이는 또한 케냐의 

ICC에 대한 협력 거부에도 원인이 있었다. Rut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24) 이에 AU총회

는 소추관의 기소철회 결정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25) 

그런데 AU와 ICC간 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Al Bashir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

포영장 발부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이래 AU총회는 ICC규정 제98조를 근

거로 하여 ICC와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왔으며, 회원국들에게도 Al Bashir의 체포와 

ICC로의 인계에 협력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왔다.26) AU총회는 또한 Al Bashir에 대한 재

판은 수단 지역의 화해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 지역의 안정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CC에서 이와 같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기소가 계속되는 현상에 직면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항의나 호소를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국가

들은 첫째, ICC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둘째, 사건에 대한 ICC의 수사 

또는 기소를 연기해 줄 것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성

과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ICC규정으로부터 탈퇴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3.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ICC가 계속 아프리카 국민들만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특히 아프

리카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등 국가 지도자급 인사도 여러 명 기소하는 선례를 보임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규정에서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27) 그리하여 

만일 아프리카 국가들이 ICC에서 이탈하는 경우,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국제범죄를 처벌

23) ICC 소추관이 2014년 12월 5일 Kenyatta에 대한 기소 철회를 요청하였고, 재판부 V(B)가 2015년 3월 13
일 이를 허가하였다. 

24) 2016년 4월 5일, ICC의 재판부 V(A)는 다수결로 Ruto측 변호인단이 낸 기소종료 요청을 수락하였다. 
25) Kenyatta사건의 경우 Assembly/AU/Dec. 546 (XXIV) (2015. 1. 31.), Ruto사건의 경우 Assembly/AU/Dec. 

616 (XXIV) (2016. 7. 18.).
26) Assembly/AU/Dec. 245 (XIIII) Rev. 1 (2009. 7. 3.). 이후 AU총회는 후속 결정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은 Dire Tladi, “The Afric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Battle for the Soul of International Law”, 34 South Afric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57 (2009) 참조.

27) 실제로 부룬디와 갬비아가 탈퇴하였고, 남아공은 탈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아프리카 국가는 아니지만, 
필리핀도 ICC가 자국의 국가원수인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 하자 ICC규정에서 탈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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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AU총회는 아프리카 지역

에서 ICC를 대신하여 아프리카 지역재판소인 ACJHR 내에 국제범죄를 다룰 수 있는 관할

권을 가지는 재판부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즉 아프리카대륙 차원에서 국제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ACJHR의 구조를 개편하여 필요한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말라보의정서를 채택하

였다. 

ACJHR에게 국제범죄를 기소하는 임무를 부여한 데는 적어도 세 가지 필요성이 있다.28) 

첫째,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국제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지역적 재판소를 설립할 역사적 필요성이다. 일찍

이 아프리카인권헌장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사법기구의 설립이 논의되었으나 무산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채택된 ‘인종분리범죄의 억제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이미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아파르트헤이드(apartheid)가 국제범죄로서 존재하였지만, 이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원

은 설립되지 못하였다. 즉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기소이익

을 갖지 않는 국제범죄가 존재하므로, 아프리카에서는 이를 기소하여 처벌할 지역적 형사

재판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기소할 아프리카국가들의 조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지역적 사법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조약인 AU헌법 제4조 h항은 ‘전쟁범

죄, 집단살해죄 및 인도에 반한 죄’뿐 아니라 AU 회원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적법

한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AU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에 개입할 

수 있는 AU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의 국제범죄에 대하여는 ICC도 관할권을 가

지고 있지만, 후자의 범죄를 단죄할 법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산업폐기물과 관계있는 범죄의 경우, 예를 들면 1991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발효된 

‘위험폐기물의 아프리카에의 수입금지 조약‘ 등 아프리카 지역에 한정된 국제조약도 존재

하는 만큼, 이러한 조약상 범죄의 진압을 위해서도 지역적 형사사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셋째, 아프리카지역에 특유한 범죄가 존재하지만, ICC와 같이 현존하는 국제형사법정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제사회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도

가 높지 않으나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국내법상의 경험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공

통인식을 가지고 있는 뇌물죄와 ’위헌적 정부변경죄‘와 같은 범죄는 대다수의 ICC규정 당

사국들은 국제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ICC가 기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고 있지

28) Ademola Abass,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to the Malabo Protocol”, supra note 1,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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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다. 따라서 아프리카국가들은 이러한 아프리카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범죄를 처벌하여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에서 지역적 형사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역재판소의 설립과정에서 특히 케냐와 우간다가 말라보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 

운동의 최전선에 서 왔다. 아직까지 말라보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

로 서명 및 비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로마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명

하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말라보 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또 다른 필요성은 아프리카인들이 외국의 제국주의적 법정

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에 유럽국가들, 특히 프

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의 국내법원은 아프리카에서 자행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아프리카의 

현직 지도자와 국민들을 기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현

상에 대해 반발하여 왔다. 

20세기 말 당시 리비아의 대통령이었던 카다피가 프랑스에서 고문죄와 고문 및 테러행위 

모의죄로 기소되었다. 다행히 2001년 프랑스 대법원은 카다피에게 재판권 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에도 2005년 모리타니아의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기소되었고, 2007년

에는 르완다의 국가관료들이 1994년 르완다에서의 집단살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

으며, 2009년에는 콩고, 적도 기니, 가봉, 부르키나파소, 앙골라의 현직 국가원수 다섯 명이 

뇌물죄를 이유로 프랑스 법원에 기소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직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까지 타국의 국내법원에서 기소하는 것은 보편적 관할권의 남용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AU총회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남용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라보의정서의 채택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말라보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말라보의정서의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한다. 말라보의정서에 부속

서의 형태로 첨부된 아프리카 사법인권재판소(ACJHR)규정 개정문서의 조문에 의거하여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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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소의 전체 구성

ACJHR는 일반사항 부문, 인권 및 인민권 부문, 국제형사법 부문 등 3개의 부문으로 구

성된다(제16조 1항). 이 논문이 주목하는 국제형사법 부문은 전심재판부와 재판부, 항소재

판부 등 3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제16조 제2항). 전심재판부는 1명, 재판부는 3명, 항

소재판부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제21조). 회원국이 추천한 당사국 국민의 후보자 중

에서 총회를 통하여 소추관을 선출하고 검찰국은 재판소의 독립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지시

를 받지 않고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책임을 지며, 피의자와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현지수사나 증거수집의 권한을 가진다(제22A조). 사무국 내에는 피해자 및 증인 보호조치 

같은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된다(제22B조).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확보하

기 위하여 재판소는 변호인을 보조하는 부서를 설립하고(제22C조), 해당 부서는 재판소에

서 독립된 기관으로 변호인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변호인에 대한 지원과 

보조를 하며 법적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2) 대상범죄

말라보의정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부여된 국제형사관할권은 기존의 AU제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한이기 때문에 많은 조문들이 신설되어 ACJHR규정에 추가되었

다. 먼저 물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국제형사법 부문 재판부는 14개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

권을 가지고 있다. 14개의 범죄로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위헌적 정부변

경죄(crime of unco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 해적, 테러, 용병(mercenarism), 뇌물

수수죄, 자금세탁죄, 인신매매, 마약밀수거래, 위험폐기물의 거래, 천연자원의 불법적인 개

발, 침략범죄이다(제28A조). 또한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AU총회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관

할범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시간적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소는 제46E조에 따라 말라

보의정서 및 ACJHR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만 관할권을 가진다.

(3) 재판대상(당사자능력)

국제형사법의 재판 대상은 개인과 법인이다. ACJHR규정 제46C조는 ‘기업의 형사책임’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판소가 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을 심리하는 국제형사재판기구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가 처음인데,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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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애초부터 기업의 주체성 및 책임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왔던 국제법학과 국제실

무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인에 대한 관할권의 경우 재판소는 ACJHR규정 제46D조에 따라 범죄실행 시점에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또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직

업과 지위에 따라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46A조 bis가 

국가원수 등에 대해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에 근거하여 

AU회원국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나 행동할 권한이 있

는 자, 또는 직무에 따라 기타 고위관료들은 현직에 있는 경우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도 재

판소가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46B조는 공적인 지위가 형사책임을 면제시키지 않고 처벌을 경감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급자책임 등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는 제

46A조 bis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와 같은 상기의 사람들

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원수나 고위관료에게 관할권의 면제

를 부여하고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국제형사재판

기구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관할권 행사의 조건

ACJHR규정 제46E조 bis에 따라 말라보의정서와 ACJHR규정의 당사국은 재판소의 관할

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비당사국이라도 사무국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재판소의 관

할권 행사를 수락할 수 있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 

수락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판소는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 개 이상

의 국가의 관할권 수락이 필요하다.

(a) 범죄행위지국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

공기의 등록국

(b) 피의자의 국적국

(c) 피해자의 국적국

(d) 비국민의 역외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국익이 손상된 국가

ACJHR에 사건 또는 사태를 회부할 권한을 가진 주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29) 특히 국제형사법 부문의 재판에 대해서는 제46F조에 회부주체에 해당



法學論叢 第 37 輯 第 2 號92

하는 제소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제46F조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대상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

로 의심되는 사태에 대하여 회원국 또는 AU총회나 평화안전보장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of the African Union)가 회부한 경우 또는 제46G조에 따라 소추관이 직권으로 수

사를 개시한 경우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

‘보충적 관할권’이라는 제목의 제46H조는 재판소의 관할권이 국내법원 및 지역경제공동

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재판소를 보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범죄

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내재판소 또는 RECs의 재판소가 존재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우선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ACJHR의 국제형

사재판은 보충성의 원칙 하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a) 사

건이 관할권을 가지는 한 국가에 의하여 수사 또는 기소되어 있는 경우(다만 동 국가가 수

사 또는 기소를 실행할 수 없거나 또는 실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b) 사건이 관

할권을 가지는 한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동 국가가 해당하는 자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

정한 경우(다만 해당 결정이 동국의 소추 태만 또는 불능의 결과인 경우는 제외됨), (c) 해

당자가 혐의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d) 사건이 재판소

의 재판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중대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재판

적격성이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재판부가 특정 사건에서의 한 국가

의 수사 또는 기소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고려하여 (a) 

형사소송절차 또는 국내결정이 피고인을 재판소의 관할 하에 있는 범죄의 형사책임으로부

터 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b)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할 의도와 모순되는 것과 

같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절차상의 지연이 있는지, 또는 (c) 절차가 독립･공정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할 의도와 모순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46I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어떠한 자도 유죄 또는 무죄

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범죄에 대해 또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

8A조에서 열거되고 있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ACJHR은 다른 재판소에서 재판된 어떠한 자

29) ACJHR은 기존의 재판소규정에서 회부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AU총회와 함께 제29조 제1항 (b)호에 의해 
AU의 평화･안전보장이사회와 검찰국이 추가되었다. 또한 ACJHR규정 제30조(f)에 따라 새롭게 아프리
카의 개인과 AU기관의 옵서버 자격이 있는 아프리카의 NGO도 사건을 회부할 권한이 인정되었다. 단, 
동조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NGO가 행하는 회부를 재판소가 수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관할권 수
락선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즉, AU총회 및 평화･안전보장이사회 및 
검찰국의 회부와는 다르게 아프리카의 개인 또는 NGO의 회부의 경우, ACJHR은 말라보의정서 제9조 
제3항에 의거한 선언을 하지 않는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을 수리할 수는 없다. 말라보의정서 제9조 제3항
은 회원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 기탁시 ACJHR규정 제30조 (f)호에 근거하여 ACJHR이 사건을 수리할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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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한 행위에 관해서도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재판소에서의 절차가 (a) 피

고인을 재판소 관할 하의 범죄의 형사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경우, (b) 독

립･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c) 국제법이 인정하는 적법절차 규칙에 따라 그 

때의 상황에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의도에 반하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예

외로 여겨 ACJHR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재판절차

국제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재판절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문들이 추가되었다. ACJHR

규정 제46A조는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하거나 공

개된 재판, 무죄추정,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 등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ICC규정 제67조와는 달리 변

호인과 피의자가 비공개로 통신할 권리나 피의자의 묵비권 등은 명시되지 않고 있어 비판

의 여지가 있다.

(6) 재판권한범위(형벌 및 배상)

ACJHR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사형 이외의 형이다(제43A조 제1항). 사면 또는 감

형은 제46K조에 따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재판

소가 형벌과 함께 동조 제5항에 따라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게 된 자산･수
익･소유물 등을 압수하여 정당한 소유자 또는 적절한 회원국으로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제45조는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및 재활을 명령하기 위한 규칙을 재판소

가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판소는 손해 또는 손상 등의 범위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

으며 유죄의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동 

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는 유죄의 피고인 및 피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자나 국가

의 의견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사재판과 유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인정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형의 집행, 국가협력의무, 기타

제46J조에 따라 형의 집행은 ACJHR에 그 수용의사를 제시한 국가의 명단에서 재판소가 

지정하는 국가의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제46조 bis에 근거한 벌금이나 압수조치의 집행은 



法學論叢 第 37 輯 第 2 號94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절차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46L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협력해야 한다. 피의자의 소재 확인이나 증언 및 

증거의 수집, 문서 제공, 체포･유치･인도, 피고인의 이송, 압수를 상정한 범죄 취득물 및 범

죄 과실의 확인･동결･압수 등 피요청국은 국내법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원조

를 부여해야 한다.

ACJHR은 지역적 재판소 또는 국제재판소나 비당사국 등의 협력과 원조를 얻기 위한 목

적으로 동조 제3항에 근거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제46M조에 따라 신탁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신탁기금은 사법적 지원, 범죄 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다. 벌금 또는 압수된 금전이나 물건은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신탁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결정된 요건에 따라 신탁기금은 관리된다.

2. 말라보의정서의 주요 쟁점

ACJHR규정은 ICC나 ICTR(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문서들을 

참고로 하고 있으나 독자성도 존재한다. AU의 국제형사재판제도의 특징과 의의에 대하여 

앞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주요 쟁점들을 검

토한다. 

(1) 지역적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관할권 행사

5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적 국제기구인 AU가 국제형사재판관할권을 창

설한 것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ACJHR이 설립되는 경우 지역적 국제형사재판기구로

서는 처음으로 상설성을 갖게 되어 국제형사법 실현의 선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CJHR규정에 따르면 아프리카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넘어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ACJHR의 ‘국제형사법 부문’ 재판부에 대한 재판회부권자는 AU회

원국과 AU의 내부조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상범죄에 대한 지역적 한정이나 피의자(자

연인과 법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에 의한 제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 외에서 발생한 범죄도,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

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 밖으로의 관할권의 확대가능성을 

초안자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지역적 형사사법기구로서의 존재

를 초과한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조문 상 보충성의 원칙 하에서 보충의 대

상으로 여겨지는 국가의 국내재판소에도 지역적 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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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는 AU밖의 비회원국의 국내제도가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 수사 또는 기소의 의사가 부재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태만은 없는지에 대해 심리할 가

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ACJHR의 ‘국제형사법 부문’ 재판부에 의한 재판은 이론적인 입장

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외의 사항도 심리대상으로 할 수 있다.

유럽이나 ICC 등 아프리카 대륙 외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열망이 아프리카 국제

형사재판제도 구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앞서 소개하였는데, 이를 국제형사법의 후퇴로 보

아야 하는지 아니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국제법

정에서의 재판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인들을 ICC나 다른 재

판소로부터 은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인권

침해와 폭력의 비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역사를 감안할 때, 아프리카에

서 설립된 재판소가 국제법상의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재판 관할권을 창설하는 것은 철저한 

처벌이라는 목적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다.30)

(2) 대상범죄의 확대와 시효의 부적용

재판소는 14가지 범죄를 관할범죄로 하고 있어 ICC가 국제법상 핵심범죄(core crimes)라

고 불리는 4가지 범죄(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침략범죄)로 한정된 물적 관

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넓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31) 일반적으로 국제

범죄란 국제적인 요소를 가진 범죄의 총칭으로 국외성을 가진 범죄, 여러 국가들의 공통이

익을 침해하는 범죄,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ACJHR규정은 ICC와 같이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범죄들도 포함하고 있다. 해적은 인류 공통의 적으로서 오래전부터 국제법상 범죄

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받았으면서도 ICC에서는 물적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AU는 처

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말리아 해적문제 등 아프리카에 있어 해적문제의 중대성

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시된 14가지 범죄유형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

아한 것도 있다. 일부 특이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된 것은 외국자본이나 다국적기업의 행위

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대륙 외의 국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범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30) D. Deya, “Worth the Wait: Pushing for the African Court to Exercise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rimes”, Openspace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ssue 2 (February 2012), pp. 22-26. 

31) ACJHR규정 제8조 A 및 ICC규정 제5조 참조. 



法學論叢 第 37 輯 第 2 號96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변경’이 범죄로서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헌적 정부변경죄’는 민주주의･선거 및 통치에 관한 AU헌법 제25조 제5항에 효

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32) 이 범죄는 쿠데타를 범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질서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존 권력의 정치적 도구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

아내고 있기도 하지만 독재국가체제의 유지를 종식시키고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14개 국제범죄 가운데 국제형사법 분야에서의 국제법규 및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

범죄성에 관한 공통인식 등이 충분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는 범죄유형도 존

재하지만,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지역적 국제조약이 존재하므로 아프리

카에서는 국제범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말라보의정서의 시도가 국제

형사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다자조

약에서 규정하는 국제범죄도 그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제형사법의 또 다른 발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에만 한정되는 지역적 국제형사법에 머무를지는 앞으로 두

고 볼 일이다.

또한 14가지 범죄유형은 ACJHR규정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라보의정서의 

독자적인 정의를 이용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집단살해죄의 경우 제노사이드협약 상의 

동죄의 정의에 추가하여 ‘강간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성폭력 행위’도 집단살해죄로서 규정

하고 있는 것33)이 특징적이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판례도 강간이라고 하는 성적 폭

력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명문으로 정의규정에 추가한 

것은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강한 비난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 판례를 통한 법의 발전을 반영한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ACJHR

규정은 ICC규정보다 좀 더 최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물적 관할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

지 않는다는 점이 제28A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뉘른베르크 원칙에

서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ACJHR규정은 물적 관할권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범죄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국제형사법이나 국내형법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규

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2) 동조는 AU가 새로운 국제범죄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 Deya, supra note 30. 동 죄에 대해서는 
Harmen van der Wilt, “Unco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 A New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African Criminal Court”, supra note 5, pp. 619-642 참조. 

33) ACJHR규정 제28B조 (f)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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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 설정

아프리카형사재판소의 특징 중 하나는 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이라는 의제적 주체의 국제법상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34) 국제법상 책임추궁 가능성의 경우 이를 긍정하는 국제제도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된다.

의제적 법주체의 책임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범죄의 의도나 의사, 악의와 선의의 

입증 등에 있어 자연인의 경우와는 달리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CJHR규

정 제46C조는 입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의

도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기업의 정책이었다는 증거에 따라 입증된다(제2

항). 법인의 국제법상의 책임 추궁체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현재, 이러한 규정이 향후의 지

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AU의 국제형사재판제도가 인적 관할권 대상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

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재판대상에 국가는 포함되

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제46C조 제1항에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체 간의 책임

관계와 관련하여 동조 제6항은 법인의 형사책임은 해당 범죄의 실행자 또는 공범자인 자연

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4) 면제원칙의 우월성

재판권면제와 관련하여 ICC 및 기타 국제형사재판기구는 ‘공적 지위 무관련성 원칙’을 

채택하여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이나 정부관료 등 피의자의 공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소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고,35)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체포영장 사건에서 국제형사재판

기구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36) 그러나 AU가 창설한 아프리카

형사재판소의 경우, 현직 AU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및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는 기

소를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AU의 국제형사재판제도는 ICC와는 다르

게 ‘공적 지위 무관련성 원칙’을 배제하고 면제원칙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응 

34) 稲角光恵, “人権侵害及び国際犯罪に関わる国際法上の企業の責任”, 名古屋大学法政論集 제245호(2012
년 8월) 및 稲角光恵, “国際法上の犯罪に対する国家責任と個人責任と企業責任”, 金沢法学 제57권 제1
호(2014년 7월) 참조. 

35) 예를 들면, ICC규정 제27조 참조.
36) Case Concerning the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uim),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4 Feb. 2002, ICJ Reports (2002),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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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 조류37)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제원칙의 우선은 상술한 AU의 국제형사

재판제도 설립배경에서 소개하였던 유럽국가들이 행사하는 보편적 관할권 등 역외관할권에 

대한 반발과 아프리카인 정부 고위직을 표적으로 한 ICC의 기소에 대한 불만 등 정치적 

이유도 존재하는데, 이는 국제형사법의 생성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서구에 대항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의 결과로서 국제법규의 해석차이로 인한 이론적 문제를 표면화시

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제원칙의 적용을 허용한 경우 특히 권력자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범죄의 억제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면제원칙의 일반적인 우월이 아니라 면제의 대

상을 AU회원국 주요 인사들로 한정한 것도 정치적 이유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

고 있다. 

(5) 민사재판권과 형사재판권의 병존

새로운 아프리카형사재판제도에서는 피고인의 재판과 처벌이라는 형사재판권의 행사와 

함께 부당한 범죄이득의 자산압수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ICC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AU의 새로운 제도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및 정신적 구제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

다.

(6) 다른 재판소(국내법원이나 ICC 등)와의 관계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둘러싸고 실무상 및 이론상으로 제기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

제는 재판소 간의 관계 문제이다. 아프리카형사재판소는 국내법원이나 ICC와 경합하는 재

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본원칙으로서 AU의 국제형사재판제도는 보충

적 관할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나 능력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할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일견 이는 ICC의 

보충성의 원칙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권의 행사조건과 재

판적격성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면제원칙에 관한 여러 조문들을 비교할 때, AU에서의 

재판과 ICC에서의 재판은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어 ICC에서는 국가가 수사 또는 기소를 

‘진정으로’(genuinely)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37) 稲角光恵, “国家元首や高官の刑事手続からの免除と公的資格無関係の原則との相克”, 金沢法学 제52권 

제1호 (2009년 11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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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38) AU의 ACJHR규정 제46H조에서는 ‘진정으로’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 점에

서 ‘진정으로’ 불능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수사 및 기소의 불능성

의 입증기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게 되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건 처리를 국내법

원이 아닌 ACJHR에 안이하게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ACJHR이 제1차적 재

판관할권을 가진 재판소로 여겨질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39) 

또한 ACJHR의 ‘국제형사법 부문’ 재판부에서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충성 원칙 하에서 국

내법원에 함께 RECs의 재판부 역시 거론되고 있다. 즉 국내법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국

제재판기관에게도 우선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ICC규정이 제1차적 재판관할권은 국내법

원에 속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40) 다른 국제적인 재판소와의 관할권 관계에 대해서

는 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복수

의 RECs의 회원국이며 또한 RECs의 재판소도 복수로 존재하므로 어느 재판소를 대상으로 

보충성 원칙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복잡해 질 수 있으며, RECs 재판소 중에는 원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관할권과 형사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있다.41)

그렇다면 AU와 ICC의 재판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AU가 지역

적 자기 완결형의 국제형사재판제도를 구축하게 되면 ICC에서의 재판을 회피하는 것도 가

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42)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ICC의 보충성의 원칙

은 국가의 국내법원을 상정하고 있으며, 지역적 국제기구의 국제재판소가 보충성원칙의 적

용 대상인지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ICC규정 제17조에 근거한 재판적격성의 판단

기준도 ‘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기소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ICC의 관할권이나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도 피의자와 관련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ICC규정은 다

른 국제재판소와의 보충성 경합은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

에 관한 ICC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재판소’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AU의 

국제형사재판제도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AU의 ‘국제형사법 

부문’ 재판부가 면제원칙의 우선성에 따라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등을 불기소 처분 결정을 

38) ICC규정 제17조
39) Ademola Abass, “Prosecuting International Crimes in Africa: Rationale, Prospects and Challenges”, 24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33 (2013), p. 945. 
40) ICC규정 전문 및 제17조.
41) A. Abass, supra note 39, p. 945. 
42) Kristen Rau, “Jurisprudential Innovation or Accountability Avoidan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Proposed Expansion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97 Minnesota Law Review 
34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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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대상 밖이기 때문에 ICC에서의 재판을 저지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말라보의정서와 ACJHR규정 어디에도 ICC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때문

에 AU의 국제형사재판소 구상에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ICC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43) 이에 대해서는 ICC 자체도 다자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사법기구이며 AU 

역시 동일하게 다자조약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조직의 정당성을 ICC

에서 찾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44) 또한 AU의 국제형사재판제도를 인정

하는 규범적 정당성은 UN헌장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지역적 결정을 허용한

다는 것에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재판소 간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프리카형사재판소와 ICC 간의 관계는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보

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45) 

분명히 ICC와 AU는 각각의 재판소규정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할 때 이론상으로 상호간의 존재까지 서로 배제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말라보의정서 제46L조 및 ICC규정 

제54조 제3항 C호 및 제87조 제6항에 따라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ACJHR과 ICC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케냐는 ICC의 보충성원칙 하에서 

제1차적 재판관할권이 지역적 형사재판소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ICC규정 개정안을 

ICC당사국 총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46) 이처럼 ICC와 아프리카형사재판소 간의 관계문제

는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AU 회

원국과 ICC 회원국으로서의 이중의 의무 하에서 어느 한 쪽의 명령에 반하여 국제법 위반

으로 비난받는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다만 ICC와 AU 양쪽 모두 회원국인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양 국제형사재판기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협력해야 한다는 이중의 

경비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한쪽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43) Chacha Bhoke Murungu, “Towards a Criminal Chamber in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nan 
Rights”, 9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067 (2011), p. 1081. 

44) Ademola Abass, supra note 39, pp. 941-943.
45) Rowland J. V. Cole, supra note 14, pp.695-696. 
46) ICC Working Group on Amendments Informal Compilation of Proposals to Amend the Rome Statute 참

조. 케냐는 이 제안에서 보충성과 관련된 ICC규정 전문만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ICC규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실체적 규정의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제안의 문언만 가지고는 당사국총회
에서 채택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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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원수 면제조항에 대한 분석

말라보의정서의 주요 조항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의 조항으로는 이 재판소의 관할범

죄 중 하나로서 ‘위헌적 정부변경죄’(the cime of unco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를 

포함시킨 조항(제28E조)과 면제조항(제46A조 bis)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쟁

점을 특히 국가원수면제 허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석해본다.

먼저 국제법상 면제는 두 가지 주요한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 두 가지 주제

는 서로 상반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면제’문제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이다.47) 예컨대 ICJ는 면제와 관련된 국제법규칙은 “국가의 

주권평등원칙이라는 국제법질서의 근본원칙 중의 하나로부터 유래한다”고 판시하였다.48) 

다른 하나는 국제법 부문에서 국가중심적, 즉 주권중심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

향이 출현하고 있는 결과로 면제문제가 소위 ‘국제법 패러다임의 점진적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권은 더 이상 다른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49), 인권 등과 같은 가치의 보호를 주권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법

상 면제를 제한하고 인권 무시행위에 대한 책임의 부과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은 체포영장사건에서 Buergenthal, Higgins 및 Kooijmans 재판관이 합동개별의견(Joint 

Separate Opinion)을 통하여,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과 같이 관할권 근거의 확대에 대해 설

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의 출현”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50)

그런데 위 두 번째 현상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국제법이 아직은 국가 중심적 

성질을 완전히 탈피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법의 현 상황은 “예전보다는 더 

많은 연대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주권사상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반면, 동시에 공동선을 

위하여 주권의 제한을 뛰어 넘으려고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법은 좀 더 다중적이고 

복잡한 법으로 묘사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51) 특히 면제의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47)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 Cas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3 Feb. 2012, ICJ Reports (2012), Para.56. 여기서 ICJ는 “국가면제 규칙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48) Ibid.
49) J. Dugar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A Human Rights Perspective – With Some Comments on 

the Leiden School of International Law”, 20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29 (2007), p.731; E. 
Jouannet, “Universalism and Imperialism: The True-False Paradox of International Law”, 18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9 (2007), p. 379.

50) Arrest Warrant Case, supra 36, Par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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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현 상황에 대해 Buergenthal, Higgins 및 Kooijmans 재판관은 합동개별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익의 형량을 반영하고 있다. 일면에서, 우리는 인류공동체의 이익

을 인식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들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공동체의 이익이 있다…이러한 염려들을 반영하여 허용가능한 관할권으

로 여겨지는 것과 면제에 관한 법으로 여겨지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52)

따라서 면제에 관한 국제법이 오늘날 현대 국제법체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

히는 것이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를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현대 국제법 법리에 위배된다고 보는 데 반해, 다른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현행 국제법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1. 국가원수 면제 허용의 범위

말라보의정서 중 세간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자아낸 조항은 아프리카의 일정한 국가관

료는 ACC, 즉 ACJHR의 ‘국제형사법 부문’ 재판부에서 면제를 향유한다고 한 AU의 결정

을 반영한 제46A조 bis이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재판소에서는 AU의 모든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

하고 있거나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고위 국가관

료들에 대해 그들의 임기 동안에는 어떠한 기소도 개시되거나 계속되어서는 아니된

다.”(No charges shall be commenced or continued against any serving AU Head of 
State or Government, or anybody acting or entitled to act in such capacity, or other 
senior state officials based on their functions, during their tenure of office.)

우선, 이 조항의 문구는 해석적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53) 특히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anybody ... entitled to act in such capacity)

라는 문구는 2014년 10월에 개최된 AU 특별정상회의의 결정54)에서 처음 나타난 표현인데, 

51) Jouannet, supra note 49, p. 387.
52) Arrest Warrant Case, supra 36, Para. 75.
53) Dire Tladi, “Immunities (Article 46A bis)”, in supra note 1, p. 205.
54) AU Decision on Africa’s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t/Assembly/Au/De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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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국가원수 유고시 장관뿐 아니라 의회의 

구성원도 국가원수의 대행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면55), 이 범주에 속하는 자는 모든 장관 또는 의회의 의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에 따르면, 각국의 헌법체계에 따라 ACJHR에서 면제를 향

유하는 자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문구를 처음 사용하였던 AU결정의 취지를 보면, 그 당시 ICC에서 케냐의 대

통령인 Kenyatta와 부통령인 Ruto가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가 사용되었다

는 점에서, 이 문구는 부(deputy)국가원수 또는 부(deputy)정부수반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라고 좁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좁은 해석이 보다 객관적이고 AU결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듯이 보인다.

또 다른 모호함은 제46A조 bis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면제의 부류가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인가 또는 물적 면제(immunity ratione materiae)인가, 아니면 이 둘 모두

를 허용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제46A조 bis를 일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56) 두 가지 

부류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그러한 자격으

로 행동하고 있거나 또는 행동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는 인적 면제를 향유할 것이고, ‘자

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고위 국가관리들’은 물적 면제를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

기서 이 조항의 모호함은 “based on their functions”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 문구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관료의 

부류에 속하는 또 다른 범주의 국가관료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류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일반 국가관료들 중 일정한 범주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는 불문명하다. 일상적인 해석에 따르는 경우 후자의 부류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물적 면제를 향유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해석 입장에서는 ‘based 

on their functions’ 라는 문구가 단지 ‘기타 고위 국가관리들’ 중 일부로 한정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인적 면제를 향유하는 국가원수급 부류에 속하는 자와 구별하여 물적 면제를 향유

하는 고위 국가관리들의 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의 ILC 입장57)과 체포영장사건에서의 ICJ의 판결내용과 합

(October 2013), Para. 10(j).
55) 남아공 헌법(1996년) 제90조.
5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조약은 조약문의 문맥과 조약의 대상 및 목적으로 보아 그 조

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7) ILC는 제65차 회기에서 ‘국가관료들의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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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기관의 입장에 따르면, 소위 트로

이카(troika)라 불리는 현직의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장관은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

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는 것인데,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에 대한 위와 같은 

일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외무장관은 기타 고위 국가관료의 범주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

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물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국제법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 조항이 단지 인적 

면제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based on their functions’라는 문구는 면제의 

부류(즉 물적 면제의 대상)를 한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국가원수급 부류와 동등하게 인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고위 국가관료들의 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타 고위 국가관료들도 국가원수급과 

동등한 유형의 인적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체포영장사

건에서 ICJ가 외무장관도 인적 면제를 향유한다고 본 판시내용과 합치한다.58) 또한 이러한 

해석은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를 채택하게 된 AU의 초기 결정에서도 국가원수의 면제

와 기타 고위 국가관료들의 면제를 구별하지 않았던 전례와 합치한다.59) 외관상 보기에는 

동 조항이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라는 두 부류의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U가 의도한 것은 인적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듯 보인다. 이러

한 해석에 따르면 동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범주의 국가관료들의 직무상 행위는 그

것이 말라보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ACJHR에서의 면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만 ACJHR이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범죄는 대부분 현직 고위 국가관

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그러한 범죄자는 인적 면제가 허용되는 ‘고위 

국가관료’로 자청할 것이고 그 결과 아프리카형사재판소에서 재판권 면제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2. 위헌적 정부변경죄의 면제 여부

제46A조 bis 규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조항이 ACJHR의 관할대상범죄 처벌과정에 어

적 면제에 관한 초안 제3조와 제4조를 채택하였는데, 이 조문들에서 현직의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
관이 행한 모든 행위(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가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 Session (6 May~7 June 및 8 July~9 
August 2013) 제5장,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ixty-Eighth Session, Supplement 10 (A/68/10). 

58) Arrest Warrant Case, supra 36, Para.53. ICJ는 외무장관의 면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무장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9) Ext/Assembly/AU/Dec. 1 (Oct. 2013), supra note 54,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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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그중에서도 이 조항이 ‘위헌적 정부변경죄’에 대한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우선 ‘위헌적 정부변경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무장봉기를 일

으킨다거나, 퇴임해야 할 현재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과 기타 권한들을 이양하기를 거부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60) 이러한 죄를 ACJHR의 관할대상 범죄로 추가한 실제적 이유는 정

부의 위헌적 변경이 그동안 아프리카 정치현실의 특징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어려

운데, 그 주된 원인은 제46A조 bis가 ACJHR에서 국가원수 등은 재판관할권 면제를 향유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위헌적 정부변경죄의 존재이유와 상충된다. 만일 

현직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인 A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새로이 지도자로 선출된 B

에게 권력 이양을 거부하여 A가 제28E조에서 정한 ‘위헌적 정부변경죄’를 범한 경우, 현직

을 고수하고 있는 A는 바로 이 재판권 면제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어 아프리카형사재

판소에서는 그를 ‘위헌적 정부변경죄’로 기소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제46A조 bis에 따르면, 정부의 위헌적 변경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범죄를 

저지른 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면제를 향유할 것이고, 따라서 ACJHR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위헌적 변경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만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ACJHR가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ACJHR 또는 AU가 위헌적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부의 국가원수 등 고위 관료등의 면제를 부인하는 방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61) 다

만 현존하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승인을 하지 않는 방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ACJHR가 위헌적 정부변경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재

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추후 지켜볼 일이다. 

3. 국가원수 면제의 관습국제법상 허용 여부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라는 면제조항의 내용은 ICC규정 제27조의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되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ICC규정 제27조에서는 범죄인의 공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ICC라는 국제법정에서의 재판관

60) 말라보의정서 제28A조 및 제28E조.
61) 말라보의정서 제28E조 및 제1항 d호 및 e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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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27조를 보면, 국가관료들이 국제범죄를 

범한 경우 면제는 더 이상 유효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62) 이러한 입장

은 수단의 현직 대통령인 Al Bashir에 대한 체포와 인계를 거부한 ‘Malawi 및 Chad의 비협

력 사건’에서 ICC전심재판부가 내린 결정과 일치한다.63) AU가 ACJHR의 ‘국제형사법 부

문’ 재판부, 즉 ACC를 설립하는 것은 협력의 측면과 관련되는 한, ICC규정의 위반이라는 

평가가 많다.64)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AU의 말라보의정서의 채택, 특히 제46A조 bis의 포

함은 아프리카국가의 지도자를 ICC에서의 기소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65)

이러한 비판이 제시하는 제46A조 bis에 대한 법적 논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원에서 국가관료의 면제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둘째,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에서의 면제규정은 현행 국제법에 위반되거나 국가관행의 경향에

도 어긋난다. 셋째, 동 조항의 규정내용은 ICC규정과 위배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입장

에서의 논거는 당위적 입장에서의 ‘불처벌의 종식’(end of impunity)이라는 명제의 실현과

도 상반되는 것으로 면제를 허용하는 제46A조 bis는 AU가 그동안 천명해왔던 인간의 존엄

성 보호 및 불처벌상태에 대한 비난 및 불인정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6)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킨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목적은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투쟁에서 물러서기 위한 것으로서 불처벌상태에 대한 투쟁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67) 

이에 대한 AU의 반박을 보면, AU는 먼저 관습국제법상 “국가원수 및 기타 고위 국가관

료들은 재직기간 중 면제를 부여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68) 국제법상 부여된 

면제는 외국의 국내법원에서는 물론 국제법원에서의 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여 

62) C. B. Murungu, supra note 43, p. 1077.
63) Omar Hassan Ahmed Al Bashir 대통령의 체포 및 인계와 관련하여 ICC가 행한 협력요청을 말라위공화

국이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하여 ICC전심재판부가 ICC규정 제87조 제7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 Paras 18 
및 36, Al Bashir (ICC-02/ 05-01/09), Pre-Trial Chamber I, 12 Dec. 2011; 같은 날 동일한 결정이 챠드공
화국에 대해서도 내려졌다.

64) Murungu, supra note 43, p. 1077.
65) Ibid.
66) 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African Union Approves Immunity for Government Officials in 

Amendment to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Statute (2014), https://ijrcenter.org/2014/07/02
/african-union-approves-immunity-for-heads-of-state-in-amendment-to-african-court-of-justice-and-human-rig
hts-statute/ (2020. 5. 30 방문)

67) Adam Branch, “The Afrcan Crminal Court: Towards an Emancipatory Politics, in supra note 5, p. 201.
68) Supra note 59,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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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69)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AU도 ICC규정 제27조에 규정된 내용의 합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다만 AU는 ICC

규정 제27조의 내용은 관습국제법상 규칙이 아니라 ICC규정의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약

상 규칙이기 때문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제

에 관한 관습국제법상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말리위･챠드 협력 거부사건’에 대한 ICC의 결정에 반발하여 AU가 발간한 언론보도문에도 

“국가관료의 면제는 당해국가의 권리이며 조약은 단지 그 조약의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조

약은 비당사국으로부터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70)고 언급

한 데서도 드러나 있다. 

AU의 이러한 입장을 보면, ICC규정 제27조와 다른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와 유사한 

조문들의 내용은 면제와 관련된 현행 관습국제법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그러한 규정의 

당사국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는 관습

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관습국제법상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AU는 이러한 

입장을 ICC가 행하는 Al Bashir의 체포와 인계를 위한 요청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ICC규정의 당사국만이 ICC규정의 당사국인 

국가의 국가원수의 체포 및 인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반면,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

가의 국가원수의 체포 및 인계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협력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71)

그렇다면 AU의 주장대로 관습국제법상 국가원수 등은 국제법원이나 국제법정에서 면제

를 향유하는가? 이러한 주장은 체포영장사건에서 ICJ가 한 국가의 관료는 외국법원의 형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관습국제법규칙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료는 일정한 사정 하

에서 국제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고 판시한 내용72)과 일응 상반된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U가 주장하는 관습국제법상 면제를 향유하는 경우는 ‘외국’의 국내법원에서의 형

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주권평등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AU의 주장대로 현직 국가원수 등은 국제법원이나 국제법정에서까

지 면제가 자동적으로 확대되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법원이나 국제법정

은 국가들에 의해 창설된 국제사법기구일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에까지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69) Supra note 63, Press Release 02/ 2012 on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70) Ibid.
71) Ibid.
72) Arrest Warrant Case, supra 36,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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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가원수 등 국가관료들이 외국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국가관행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법적 확신도 수반되고 있지만, 이러한 면제가 국제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7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AU가 제46A조 bis의 내용이 관습국제법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이

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국제법원에서도 국가원수 등의 면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AU의 주장이 관습국제

법 성립의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은 현행 관습국제법이 그러한 면제를 부인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말라위 및 차드 사건에서 ICC

가 제시한 견해와 일치한다.74) Nuremberg 재판, 동경재판을 비롯하여 그동안 설립되어온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관행을 보면, 이러한 면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습국제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과 함께 그러한 관행을 권리･의무로 수락한다

는 정도의 법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그러한 관행을 국가들이 수락하고 있다

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말라위 및 차드 사건’에서도 ICC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75)

물론 체포영장사건에서 ICJ는 국내법원에서 면제를 향유하는 국가원수 등은 국제법원 또

는 국제법정에서, 만일 그러한 법원 또는 법정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형사소송절차

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6) 그러나 이러한 판시내용은 국제법원에서의 면제 부

인이 관습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판시내용은 면제에 관한 

국제법규칙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국제법원 또는 국제법정도 가능한 법정지가 될 수 있음을 언급

한 것일 뿐이다. 국제법원 또는 국제법정이 국가원수 등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그러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법원 또는 

법정을 설립하는 기본문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현행 관습국제법상 국가원수 

등은 국제법원에서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77)

더욱이 관습국제법 성립여부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전 세계 국가들의 4분의 1이상을 

73) Ibid., Paras. 58 및 59 (ICJ는 국내법원에서 적용 가능한 면제를 비롯하여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과 관련
된 규칙은 국제법원과 관련된 규칙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4) Supra note 63, Paras. 23 이하.
75) Ibid.
76) Arrest Warrant Case, supra 36, Para. 61.
77) Dire Tladi, “Article 46 A Bis: Beyond the Rhetoric”, in supra note 5, p.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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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AU국가들이 국제법원에서의 면제를 부인하는 규칙의 생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에 이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78)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현행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원이 국가원수 등 국가관료들에게 

재판관힐권 면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AU의 주장도 올바르다고 할 수 없으며, 

현행 관습국제법은 국가원수 등에게 국제법원에서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부인하고 있다는 

ICC의 입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말라보의정서 제46A조 bis를 관습국

제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만일 관습국제법이 이러한 재판관할권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면, AU는 법적인 견지에서 자신이 적절하다

고 판단함에 따라 면제를 포함시킬지 또는 배제할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제46A조 bis의 내용은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습국제법을 위

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79) 국제법 해석의 원칙상, 국제법원으로 하여금 국

가원수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관습국제법은 이를 요구하지도 또는 부

인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AU로서는 이 가운데 하나의 입장 – 여기서는 요구하지 않

는 입장 –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제46A조 bis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견지에

서 보면, 국가원수 등 면제에 관한 말라보의정서의 입장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Ⅴ. 결론

국제형사법 분야는 1990년대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이 발전에 크게 관여한 것

이 아프리카국가들이다. 아프리카 대륙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제법상의 범죄로 인하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적인 형사재판소뿐 아니라, 시에라리온 국제재판소, 

Hissenè Habré 사건 심리를 위한 특별법정 등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인 

요소를 가진 혼합재판소가 탄생하였다. 또한 ICC의 초기 시기인 2002년부터 2019년 말까

지 다룬 사건들은 모두 아프리카를 범죄행위지로 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아프리카는 국제형

사법의 적용대상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은 ‘국제사회에 의한 국제

형사법의 실험장’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행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78) Ibid.
79) D. Tladi, supra note 53,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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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및 고위관료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하여 

온 ICC의 사법정책을 인종차별적이고 서구의 강제적인 정의구현, 신식민지주의의 적용이라

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의 ICC에의 협력체제에 큰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관할권 등 역외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불만은 AU와 

EU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

사법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프

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말라보의정서의 채택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국가

들이 국제형사법의 적용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

로 변모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말라보의정서가 국가원수 면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법의 발전

경향에 역행하고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법리는 현행 관습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

행 관습국제법은 국가원수 등 국가관료들이 국제형사법정에서 면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

지도 않고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말라보 의정서 내에 제46조A bis에 재판

권면제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제형사법상 신의칙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의 종식’이라는 AU의 정신 및 문화와 국제법의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볼 때, 이러한 움직

임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도의 설립이 결정되긴 하였지만 실제 가동시기가 불명확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냐하면 말라보 의정서 및 그 부속규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동 의정서 제11조에 근거한 15

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30일 이후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시

점에서 서명국은 15개국이지만 비준을 한 국가는 아직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

발효 상태이다.80) 또한 말라보의정서의 조문상 문법이나 문구를 고쳐야 하는 부분도 존재

한다. 과연 발효조건인 15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단하건대, ICC와 

각종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시 막대한 자금과 설비, 폭넓은 인재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 등

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라보 의정서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사법제도가 현실적으

로 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

다.

80) 서명국은 베냉, 차드, 코모로스, 콩고, 적도기니,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케냐, 모잠비크, 모리타니, 시에
라리온,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우간다이다. <https://au.int/en/treaties/%20protocol-amendments-protocol-st
atute-african-court-justice-and-human-rights> (2020년 5월 3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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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새롭게 설립될 예정인 아프리카형사재판소가 앞으로 국제형사법 발전에 있

어서 정체를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비약의 길을 열 것인지와 지역완결형 제도의 도입이 

국제형사법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2020. 5. 30 / 심사 및 수정일자: 2020. 6. 22 / 게재확정일자: 2020. 6. 25)

주제어 :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말라보의정서, 국가원수면제, 로마규정, 위헌적 정부변경죄,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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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주요 쟁점 

— 국가원수 면제를 중심으로 —

최 태 현

2014년 6월 27일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의 말라보(Malabo)에서 개최된 AU의 ‘국

가원수 및 정부수반 회의’, 즉 AU총회는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

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라는 소위 말라보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식의 해결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고유한 형사재판소

로서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5개국의 비준서 기

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말라보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이직 설

립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사법 및 인권 재판소’(ACJHR)를 개편하여 이 재판소 내에 3가

지 부류의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중 하나를 새롭고도 전문적인 형사재판

부, 즉 ‘국제형사법 부문’(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재판부

로서, 소위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로서 신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라보의정서는 

ACJHR 내에 세 부류의 재판부를 두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사법재판소를 대체하는 

‘일반사항 재판부’(the General Affairs Section)와 인권보호를 위한 관할권을 가지는 ‘인권 

및 인민권 재판부’(the Human and Peoples’ Rights Section), 이 외에, 새로이 광범위한 부류

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형사법재판부’를 둘 예정이다. 이 세 번째 재판

부는 특히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와 같은 핵심적인 ICC 관할

대상범죄는 물론, 그 외에 해적, 테러범죄, 부패,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10개 범주의 범죄에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제도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재판소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행된 인

권위반에 대해 국가차원의 국제책임을 묻는 제도와 함께 개인차원에서의 형사책임을 통합

적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말라보의정서는 현직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과 고위직 국가관리

들에 대해 아프리카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권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특히 이러한 면제를 부

인하고 있는 ICC규정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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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 이후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행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집

행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져 왔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및 고위관료

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하여 온 ICC의 사법정책을 인종차별적이고 서구의 강제적인 정의 구

현, 신식민지주의의 적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의 ICC에의 협력

체제에 큰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관할권 등 역외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유럽국

가들에 대한 불만은 AU와 EU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말라보의정서의 채택이다. 이

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형사법의 적용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적

용과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로 변모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말라보의정서가 국가원수 면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법의 발전

경향에 역행하고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법리는 현행 관습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

행 관습국제법은 국가원수 등 국가관리들이 국제형사법정에서 면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

지도 않고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말라보 의정서 내에 제46조A bis에 재판

권면제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제형사법상 신의칙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의 종식’이라는 AU의 정신 및 문화와 국제법의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볼 때, 이러한 움직

임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도의 설립이 결정되긴 하였지만 실제 가동시기가 불명확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6월 시점에서 서명국은 15개국이지만 비준을 한 국가는 아직 없으므로 현 시점에

서는 여전히 미발효 상태이다. 또한 말라보의정서의 조문상 문법이나 문구를 고쳐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ICC와 각종 임시국제재판소 설립시 막대한 자금과 설비, 폭넓은 인

재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라보 의정서에서 명문화하

고 있는 사법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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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option of the ‘Malabo Protocol’ to Create the African Criminal Court 
and Its Major Iss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munity of the Heads of State 

Tae Hyun Choi*

81)

Many African States have been the ardent supporters for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and The African States are the largest group in the 

membership of the ICC. But over the years some African States have criticized the attitude 

of the Court for being too focused on their continent. This phenomenon was mainly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ICC has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e incumbent heads of African 

State or government of Sudan, Libya and Kenya.

This criticism urged the 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to adopt “the Protocol on 

Amendments to the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the Malabo Protocol) in June 2014. This new Court will, once its Statute enters 

into force upon achievement of the 15 required ratification, be a highly ambitious court 

with three separate chambers: (1) the General Affairs Section, (2) the Human and Peoples' 

Rights Section, and (3)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 that has the jurisdiction on the 14 international crimes will function as the 

African Criminal Court. Until now there is, however, no State that ratified the Malabo 

Protocol.

Article 46A bis of the Malabo Protocol provides for the immunity of the sitting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r any other senior state officials before the African Criminal Court, 

which is contradictory to Article 27 of the ICC Statute. This is the most contentious 

provision of the Malabo Protocol. From a legal point of view, curre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silent about immunities for sitting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befor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or tribunals. There is no legal rule under customary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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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denying immunity of the heads of State or requiring the immunity befor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or tribunals. Therefore, the Article 46A bis seems to be not 

contradictory to today'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es not deny immunities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befor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However, the Article 46A bis seems to undermine the fight against immunity. The 

African Criminal Court extends its jurisdiction to 14 international crimes, while also 

expressly including immunity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This Article will shield 

the perpetrators of the international crimes from being tried or punished before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and consequently harm the fight against impunity by permitting the 

immunity of the heads of State from the reach of international justice. 

Key Words: African Criminal Court, Malabo Protocol, immunity of the Head of State, Rome 
Statute, crime of unco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