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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전 ICC 소장

“한국의 위상, 리더십이 가장 촐중하게

빛 나는 국제조직이 국제형사재판소”

ㅇ 랜 내진이 종료된 나라에게 제

—그—일 먼저 필요한 것이 경제복구

자금의 즉각적 지원일까, 기본적 형사

정의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일까? 국제

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소장을 역

임한 송상현 서을대 명예교수에 따르

면, 정답은 후자에 있타.

송상현재단 창립 기념 심포지엄

송상현 전 소장은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 ) 송

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 기

념 심포지엄예서 기조강연을 통해 “여

지껏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지에 파견

된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원조의 현실

적 타당성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면

'X6dd BaI1( 
등 경제원조기구들이 막

대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왔으나,

전쟁 후의 파괴와 민심의 타락,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 기제의

홈결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원조자금

은 부패한 정부나 소수의 독재자 또

는 그에 유착된 조직범죄집단의 먹잇

감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선악을 가려줄

수 있는 기초적 형사정의 시스템이 먼

저 도입되어서 국민들에게 사필귀정의

인식, 즉 결국 죄짓고는 못산다는 의

식을 심어준 다읍에 경제적 지원자금

이 집행되어야만 훨씬 더 효율적 결실

을 맺게 된다”고 갈파했다.

송 전 소장에 따르면, 국제경제개

발기구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활동

이 정의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견지

해왔다고 한다. 송 전 소장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체적 개발지원의 결정

을 하기 전에 형사정의 실현기구인 국

제형사재판소와 처음부터 협력하여

그 나라의 사법시스템의 회복, 법조

인의 훈련, 필수적 법률의 제정 등 어

느 정도 법적 얼개를 만든 다음에 구

체적 경제지원을 해야 국내 평화와

안정이 빨리 정착된다”며 “이제부터

국제개발기구의 구체적 경제원조 패

키지에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형사정의 시스템 구축이 면저”

국제형사재판소에선 국제개발기구

의 도움없이 여러 나라의 사법 요원의

훈련을 담당한 일도 있었다. 송 전 소

장은 그러나 “그들은 오랜 전쟁이나

독재 하에서 민주주의나 법치 절차를

잊었고 심지어는 윈고와 피고를 구별

할 줄도 모른다”며 “국제분쟁현장에서

형사정의 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이 없이

기조강연하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는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자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회고했다.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

이날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여 구

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

권”
 

주제의 강연에서, 
￢가 주목한 또

하나의 화두는, 세계평화를 중대하

게 위협하거나 교란한 자를 수사하

고 기소하여 소추된 자를 처벌하는 응

보적 정의를 넘어 피해자를 위한 치유

적 정의(R宇p㎋a[ive jusUce)와  회복척

정의 (廷〔tσaive jusUcc)의  실현. 이날

심포지엄의 대주제도 “응보적 정의를

8



斷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척 정의로TNo

Su쭌lainjl⊃ lc Peace, Witl1out ∫usUce”

였다.

ICC가 운영하는 피해자신탁기금

⒣uEt FLuld f¿汀 Ⅵ㏅Π⑶이 대표적인

메토去 신탁기금에선 관할 범죄의 피해

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보상하며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스

스로 의미있는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돕고 있다. 특히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도 있지만, 신탁

기금이 재판 전에 구호의 손길을 뻗치

는 선제적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구

채작으로 XEC 신탁기금에선 아프리카

전쟁지역을 수차 방문하여 사지를 잘

린 사람에게 의슥훅을 부착해주고, 귀,

코, 입술 등이 도려내진 사람에거l는 성

항수술을 해주며, 강간 피해자는 그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 몇 푼

의 손해배상금보다도 피해자인 대부

분의 엄마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사

회에 기초한 어린이 학습 교과서와 장

난감을 제공하는가 하면 소년멓을 탈

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계를 꾸

릴 수 있도록 미소금융을 해주기도 하

는 등 다각도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송 전 소장은 “인류 

’

천년 역사에 평

화교란자를 처단함에 그치지 않고 범

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다

각도로 그들의 자립을 돕는 기능을 하

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사λ#판소

는 인류 최초의 가장 중요한 사법적 기

구”라고 평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간

의 존엄성을 선제적으로 회복해주는

인권의 현대적 의미가 여기에 있고∼이

귀중한 초유의 실험이 실패하면 안된

다”고 역설했다.

‘1CC, 폭력 억지 요인으로 작용”

송 전 소장은 IC아  바록 설랍근거

조약(로마의정서) 을 비준하여 희원국

이 된 나라(현재 12¸짜국) 이외6lf는
 원

칙적으로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한계

한국법 
조인의 퍅윌한

과학수사능력, 한국감사원 의

| CC회계감사를 통한 우수한

감사농력, ICC재  판관들의

공정하고 효율적어고 AII심 한

재 판능력, 그리고 뛰어난

사법행정 벼지 관리능력은

|CC를 통하여 전 세계에

덫을 발하고 있다

가 있지만, 1ε万无;년 로마의정서 채택으

로 I⊂X가 탄생한 아후 전 세계인이 중

대한 국제범죄에 디l응하는 태도가 달

라지는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번화가

있다고 주목했다. 다부족으로 구성된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대통령 선

거 등의 정치일정을 치를 때마다 일어

났던 부족간의 유혈과 무고한 민간인

의 살상이 K〕C의 소추가 두려워서 예

방되고 있눈, 즉 국제형사서판소의 수

사와 처벌에 대한 위험성이 폭력 억지

(det(∋r℡1cG)의  결정적 요인으르 작용

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송 전 소

장은 “수많은 아프리카의 정부 고위관

계자의 증언이 이를 증명한다”며 “국

제형사정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세계

평화는 없다(N○ sustaⅲ al⊃le peacc

wl단1oL止  h永∋rllaⅲoIγ판 ㏅Π1I㎈  

”

sUcd)

라는 인식이 확산돠고 있다”고 고무척

으로 이야기했다.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 선도적 리더

십 등이 모든 면·ll서  가장 출중하게 및

나는 국제조직이 국제형사재판소입니

다.”

송 전 소장은 “회원국을 장악하여

서판소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단연 한

국이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다. 한국법

조인의 탁월한 과학수사능력, 한국감

사원의 ICC회계감사를 통한 우수한

감사능력, ICC재판관들의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세심한 재판능력, 그리고

뛰어난 사법행정 내지 관라능략은 I㏄

를 통하여 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

다”며 “우리 모두 이 국제형사정의시스

텝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격 려사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송

상현 교수님은 ‘처벌을 통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치유’를 국체형사재판소

의 핵심 가치로 삼아 피해자 신탁기금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

을 위해 애쓰기도 하셨다”며 “세계가

감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에 직면해 있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

듬어야 하고) 송상현재단이 그 역할을

하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송상현재단

의 창립을 축하했다.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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