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재판소란 무엇인가?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 년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구입니다.  국제사법 

재판소는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기타 유엔 기구가 회부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직 국가만이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루는 

계쟁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형사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오로지 국가 

간 분쟁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들은 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것에 합의할 수 있으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집단살해방지협약”) 등 일부 조약은 국제사법 

재판소에 의해서만 해당 조약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 년 로마규정이라는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유엔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에 의해 유엔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및 침략범죄와 같은 

국제 범죄로 개인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 년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국가가 국제형사 

재판소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국제재판소 

임시국제재판소는 특정 상황을 다루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하는 재판소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 지도자를 상대로, 도쿄에서 일본 군 지도자를 상대로 

전쟁범죄 재판이 진행되도록 설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속 국제공동체는 오랜 기간 동안 

감비아는 2019 년에 미얀마 연방 공화국(미얀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양국 모두 

집단살해방지협약 당사국입니다. 집단살해방지협약은 해당 협약 관련 모든 분쟁은 국제사법 

재판소가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비아는 무슬림계 로힝가 소수집단에 대한 미얀마의 

대우가 집단살해방지협약에 따른 미얀마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는 2022 년 기준 123 개국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나,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2014 년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안전보장 

이사회는 해당 상황을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여타 상황에 대한 재판 개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93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네덜란드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1994 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탄자니아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두 재판소 모두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들 

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해당 재판소와 협력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시 재판소들은 

오늘날의 국제형사법과 국제인도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합재판소 

“혼합” 재판소는 국제적 요소와 국내적 요소를 모두 갖춘 재판소입니다. 혼합 재판소들은 관련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해당 회원국도 설립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혼합 재판소는 국내 및 국제 재판관과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국제형사법 및 국내형사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회원국과 유엔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재판소는 관련 회원국에 위치하는 반면, 일부는 안전 문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합 

재판소는 해당국 내 사법제도가 다루기에 역량이 부족한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사법부의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시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혼합 

재판소는 일정부분 국제법을 발전시키고 책임 규명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혼합 재판소의 예로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또는 “크메르 루즈 특별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 레바논 특별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와 코소보 상황에 대한 혼합 재판소도 

설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