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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유엔은 ‘세계정부’라 불릴 정도로 국제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Blue Helmet’이라 불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주요 활동으로 간주된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은 유엔의 깃발 아래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분쟁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 접수국 정부 간 글로벌적 협력을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전통적인 유엔평화유지활동은 휴전의 이행이나 정전

감시, 완충역할 등 수동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 경제재건,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규모 및 예산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규모가 확장되고 다양한 임무들이 수행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하는 접수국의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엔의 배상책임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사법적 성격(private law

character)의 분쟁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으로 청구심사위원회(Claims Review

Board)와 상설청구위원회(Standing Claims Commission)를 설치해왔다. 그러

나 아직까지 상설청구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

심사위원회가 유일한 배상책임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배상청구

에 따라 청구심사위원회 내에는 여러 인적 한계 및 재정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접수국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엔 중심적 배상책임 체제로부터 벗어나 유엔과 파견

국 간 책임분배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유엔평화유지군은 파견국의 군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후에도 사실상 국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에 따

라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유엔에 귀속되는지 혹은 파견국에 귀속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 분배를 논하는데 중요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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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된다.

제2장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체제를 개관하고 유엔의 배상

책임원칙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유엔의 현 배상책임체제는 유엔평화유지

군이 갖는 이중적 법적 지위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

군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유엔에 귀속시키는 원칙에는 문제가 있음을 도출하

였다. 제3장에서는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

위에 주목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 판단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이

를 위해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

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2011년 제63회기

에 채택된 제2회독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초안 제7조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

다. 또한 유엔의 실행 및 국가관행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귀속 판단 기

준으로 원용되어온 ‘최종 지휘 통제(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를 검토

해보고 제7조상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과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최종 지휘 통제’는 접수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명령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당시 피해를 야기한 행위가 사실상 누구의

통제를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검토해보았다. 한

편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파견국 간 ‘통제적 관련성(control link)’에 따라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음을 검토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위

법행위를 ‘실효적 통제’의 기준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한

네덜란드 판례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관련하여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는 그 동안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유엔과 파견국 간 책

임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현 배상책임체제 갖

는 한계를 보완하고 접수국 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 iii -

위해 유엔과 파견국 간 배상책임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유엔과 파견국은 균형 있는 관계를 도모하고 접수국 내 피해

자들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이다.

주요어: 유엔평화유지활동, 국제책임, 행위 귀속, 실효적 통제, 공동책임

학번: 2012-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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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유엔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Blue Helmet’이라 불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

한 유엔의 주요 제반활동 중 하나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유엔평

화유지활동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Goulding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유엔에 의해 실시되는

현장 활동(field operation)으로,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분쟁의 통제

및 해결을 돕기 위해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군대, 직원 및 장비와 회

원국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엔의 지휘통제 하에 중립적으로(impartially)

활동하고 무력사용을 최소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2) Sills는 “접수국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회원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된 여러

국가의 군사요원(multilateral military personnel)을 통해 국제적인 지휘 하에

분쟁의 통제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3) 한편 유엔이

발간한 ‘Blue Helmet’에서 유엔은 “분쟁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UN 헌장 제7장하의 집행권한(enforcement powers)이 동반되지 않는 유엔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4) 오늘날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1) M. Zwanenburg, Accountability of Peace Support Oper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11.

2) M. Goulding, “The Evolution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ternational Affairs,

vol.69, no.3 (1993), p.455.

3) J.B. Sill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he Years Past, The Years Ahead” in Leonard

v. B. Sutton Colloquim Keynote Address,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24 (1996), p.452.

4) The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3rd edit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6)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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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과 임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

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분쟁

당사국의 자발적 동의하에, 중립성(impartiality)을 원칙으로, 자위

(self-defence)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의 활동”으로 이

해될 수 있다.5)

1948년 이후로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총 69건이 실시되었으며 오늘날 유

엔평화유지활동은 정치미션(political mission)인 유엔 아프간 평화유지활동 미

션(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이하 UNAMA)을6) 포

함하여 총 17건이 진행 중이다.7) 과거 전통적인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가 간

의 갈등을 제3자가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휴전 이행이나 적대세력의 완충역할

과 같은 비교적 소극적 성격이었다.8)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 갈등

의 성격이 국가 간 갈등에서 인종, 언어,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내전으로 바

뀌게 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고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과거 유엔평화유지군은 경무장군 혹은 비무장군 관찰단

으로 제한되었던 반면, 21세기 이후에는 민간직원 및 경찰 모두가 참여하는

다차원적 활동으로 변화하였으며 접수국의 민주화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활동 및 경제재건 등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평화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9) 이

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규모 및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1988년 1

월을 기준으로 총 11,212명의 참여자와 예산은 2억3천400만 달러에 불과하였

지만, 2014년 기준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자는 총 119,541명, 예산은 약

78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10)

5) <http://www.un.org/en/peacekeeping/operations/principles.shtml.>(2014.7.9. 최종방문).

6) UNAMA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2002년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정치적 미션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17일 안보리는 결의 제2145호를 채택하여 UNAMA의 위임명령(mandate)을 갱신하고 향후

유엔 아프가니스탄 미션 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7) <http://www.un.org/en/peacekeeping/operations/current.shtml>(2014.7.8. 최종방문).

8) 성재호, “UN 평화유지활동의 의의와 한계”, 저스티스(한국법학원), no.69 (2002), pp.198-199.

9) ibid., pp.200-201.
10)<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factsheet.shtml>(2014.7.8.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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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국 또한 과거 선진국 중심을 이루었으나 오늘날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중심이 되었으나11) 2014년 기준 주요 참여국은 방

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디아, 파키스탄, 르완다 같은 개발도상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12) 우리나라 또한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 이후로 꾸준히 유

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13)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기준으로 총

249명을 파견하였으나14) 그 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5월 기준으로 총

618명이 참여하고 있다.15) 2013년 기준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우리

나라 분담금은 약 1.994%,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6) 2014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7)

과거 유엔평화유지활동이 비무장의 군 감시단 및 경무장의 평화유지군

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중무장군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활동으로 변화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콩고유엔평화유

지활동 이후 무력사용이 동반되었던 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활동이 소말리아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자 국제사회에서 유엔평화

유지활동의 책임 문제는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18) 그 후 유엔평화유지활동

11)<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contributors_archive.shtml>(2014.
5.15. 최종 방문).

12)<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contributors.shtml>(2014.5.15.최종
방문).

13) 외교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1993년 우리나라 공병부대는 처음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으

로 파견되었으며 그 후 1995년 국군공병부대는 앙골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1997년 한국의

료부대는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1999년 국군부대는 동티모르다국적군으로, 2006

년에 국군부대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었다. 한편 2002년에는 서부사하라 유

엔평화유지활동 의료지원단 제16진은 제15진과 교대하여 현지에서 유엔요원을 대상으로 의

료 활동을 수행했으며, 2012년에는 최성이 소령과 홍종길 소령은 UN DPKO 군사부 평가

과 장교로 채용되면서 유엔평화유지사무국에는 한국군 장교 6명이 진출해있다.

<http://www.mofa.go.kr/trade/un/data/pko/index.jsp?menu=m_30_60_20&tabmenu=t_2>

(2014.5.1.5. 최종방문).

14) <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contributors_archive.shtml>(201
4.7.11. 최종 방문).

15)<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contributors.shtml> (2014.7.11. 최
종방문).

16) UN Doc. ST/ADM/SER.B/866 (2012).

17) 외교부, 유엔과 입장 (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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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이 접수국 국민들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저지

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로 보도되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

지게 되었다. 희망의 상징인 ‘Blue Helmet’을 착용하고 분쟁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이 오히려 접수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

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칼럼에서는 접수국 국민들에 대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이 각종 범죄

및 폭력을 저지르는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란색 베

레모를 쓴 짐승들(Beasts in Blue Berets)’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19) 그 중

에서도 접수국 여성에 대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성적학대 및 착취 행위는 심각

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20) 최근 아이티 평화유지활동 중 야기된 콜레라 전염

병 문제는 국제사회에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따른 접수국 피해의 심각성을 알

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1)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유엔평화유지군이 접수국에 주둔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접수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늘어가는 상황이

다.22) 또한 과거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참여국이 선진국 중심이었던 반면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변모했다는 점 또한 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유엔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원

18) A. Waal, A Brutal Peace, The Guardian, Oct. 30, 1997; M. Huband, U .N . Forces Deny
Somali Detainees Legal Rights, The Guardian, Sept. 25, 1993; K. Richburg, Somalis’
Imprisonment Poses Questions about U .N . Role, Washington Post, Nov. 7, 1993.

19) W. Grigg, Beasts in Blue Berets, The New American, 1997, 
http://whatreallyhappened.com/RANCHO/POLITICS/UN/peace.html.(2014.7.8.최종방문).

20) O. Ward, Scandal Blackens U .N . ‘Blue Helmets’, Toronto Star, Mar. 26, 2005; U .N .
Says Scores of Peacekeepers Ousted for Abuse, Washington Post, Dec. 1, 2006; S.

Lyall, Aid Workers are Said to Abuse Girls, The New York Times, May 9, 2006; U .N .
Crackdown on Refugee Sex Abuse, BBC News, May 9, 2002,

<http://news.bbc.co.uk/2/hi/africa/1978472.stm>; J. Paye-Layleh, African Refugees
Condemn Sex Abuses, Feb. 28, 2002, http://news.bbc.co.uk/2/hi/africa/1847483.stm; J.

Gettleman, Mass Rapes in Congo Reveals U .N Weakness, Oct. 6, 2010, The New York

Times.

21) R. Gladstone, Rights Advocates Suing U .N . Over the Spread of Cholera in Haiti, Oct,
8, 2013, The New York Times; D. Sontag, In Haiti, Global Failures on a Cholera
Epidemic, Mar. 31, 2012, The New York Times.

22) UN Doc. A/51/389 (1996), p.7, par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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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인정해왔으며23)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사법적 성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으로 청구심사위원회(Claims Review Board)와

상설청구위원회(Standing Claims Commission)를 마련해왔다.24) 전자는 현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조사, 소송 절차 및 최종 판결 등 모든 과정이 유엔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반면 후자는 유엔과 접수국이 동등

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이다.25) 그러나 상설청구위원회

가 설치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6) 결과적으로 청구심사위

원회(Claims Review Board)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유일한 배상책임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심사위원회(Claims Review Board)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

증가하는 접수국 국민의 배상청구를 유엔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문

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엔의 인적 및 재정적 한계로 접수국 피해국민은

유엔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수국 피해

국민은 유엔평화유지군의 소속 국가를 상대로 국내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에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으나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27) 또는 장소적

관할(ratione loci)28)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 각하되어왔다. 이에 따라 유엔평

23) ibid, p.4, para.7.
24) ibid, p.7, para.20.
25) ibid.
26) UN Doc. A/51/903 (1997), p.4, para.8.

27) 스레브레니차 대학살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들은 스레브레니차에서 유엔평화유지활

동을 수행하고 있던 유엔과 네덜란드에 대하여 대학살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을 들어 자

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엔헌장 제105조

와 ‘UN의 특권과 면제의 협약’에 따라 유엔은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함을 근거로 받

아들이지 않았다. Mothers of Srebrenica v.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Nations,
No. 295247/ HA ZA, District Court of the Hague, The Netherlands (2008).

28) 코소보 지역에서 보스니아 내전 중 NATO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 및 재산상

손실과 관련하여 피해국 국민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NATO 회원국을 상대로 일련의 소송

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장소적 관할(raione loci)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을 근거로 소의 허용성을 부인하였다. Bankovic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 case,

No. 52207/99, ECHR Decision (2001); Kasumaj v. Greece, No. 6974/05, ECHR Decision

(2005); Gajić v. Germany, No. 31446/02, ECHR Decision (2007);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No. 71412/01, 78166/01, ECHR Decis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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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접수국 국민이 국제법상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그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대안은 현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

상책임 체제를 접수국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

정하는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유

엔과 배상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국가가 국제기구에 대해 행사

하는 일종의 외교적 보호권으로 유엔이 피해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일일이 배

상액을 결정하는 수고 없이 정부가 피해 국민을 대신하여 유엔과 일괄보상협

정(lump sum agreement)을 통해 배상금의 총액을 결정한다는 점, 개인이 자

력구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는 접수국의

상황 또는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는데 대부분

의 접수국은 내전 또는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정

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울러 세 번째 대안으로는 접수국 피해 국민이 유엔평화유지군의 소속

국가, 즉 파견국에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대안은 유엔평

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

지활동의 참여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Blue Helmet”을 착용하고 유엔의 깃발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

엔평화유지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유엔이 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엔 중심의 배상책임체제가 원활하게 작

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견국의 책임 부담을 통한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는 현 배상책임체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접수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 대안에 주목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국의 배상책임 성립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유엔에 귀속되는지 혹은 파견국에 귀속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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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 귀속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활

동 중 피해를 입은 접수국 피해국민이 유엔평화유지활동 배상책임체제 내에

서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국제법적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어왔

다. 1960-1970년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는 기능적 또는 구조적 측

면을 중심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기본

적인 원칙 등이 중심으로 검토되었다.29) 이러한 연구에서는 헌장 상 유엔평

화유지활동의 법적 정당성은 무엇인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유엔평화유지활동에는 어떠한 활동들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의들

이 이루어졌다. 그 후 콩고유엔평화유지활동과 소말리아평화유지활동 중 접

수국 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오폭에 의한 민간인 살상과 같은 국제인

도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법상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 문제는 주

목받기 시작하였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에 관한 기준의 연구 중에서 Hirsch와 Zwanenburg

는 특히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Hirsch는 국제기구 전반에 관한 책임을

논의하면서도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30)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에 대한 유엔

29) J.M. Halderman, “Legal Basis for United Nations Armed Forc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6, no.4, (1962); A. Casses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Legal Essays (Sijthoff & Noordhoff, 1978); L.M Goodrich, The United Nations in a
Changing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F. 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Some Legal Problem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7 (1961).

30) M. Hirsch,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ward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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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에 관한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Zwanenburg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유엔평화유

지활동의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

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국가책임 논의는 미흡하게 반영되었다.31)

Leck의 연구는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초안에 입각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위

법행위 귀속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부 조항을 소개하는

것에 그칠 뿐 심층적인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32) 한편

Larsen의 연구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귀속에 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33) 그는 Al-Jedda 사건과34) Behrami and Samarati 사건에35) 대

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고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귀속을 판단

하는 통제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연구가 된다. 그러

나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유엔의 실행이나 국가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한편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유엔평화유지

군 개인의 형사책임과 유엔평화유지군이 향유하는 특권 면제에 중심으로 논

의되어왔다.36) 국내 선행 연구는 접수국 국민에 대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성적

Some Basic Princip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31) M. Zwanenburg, Accountability of Peace Support Oper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32) C. Leck,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and the Attribution of Conduct”,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2009).

33) K.M. Larsen, “Attribution of Conduct in Peace Operations: ‘The 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 Tes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9 no.3 (2008).
34)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no. 27021/08, ECHR Decision 2011.

35)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no. 71412/01,
78166/01, ECHR Decision 2007.

36) 오미영, “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현행

체제와 한계”, 평화학연구(세계평화통일학회) vol.9 no.1 (2008); 이병오, “평화유지활동 참

여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국제법적 책임논의”, 국제법평론(국제법평론회) vol.35 (2012); 이

진규, “UN 평화유지요원의 성적학대 및 착취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방안”,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vol.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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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및 착취와 관련한 유엔평화유지군의 형사책임에 주목하여 접수국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이 갖는 특권 면제 범위의 제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가능

성, 접수국의 관할권 확립 등을 통한 법적 책임 추구의 방안에 관한 것이었

다.37) 이에 반해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민사상 책임에 관한 논의는 관심을 받

지 못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 파견국, 접수국이 협력하는 독

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책임과는 다른 복잡한 사안

들이 존재한다. 특히 유엔평화유지군이 갖는 이중적 법적 지위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책임 영역은 국가책임과 국제기구의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데 기존 국내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을 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평화유지군

의 행위 귀속 판단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 따라 그 행위

가 누구에 귀속되는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 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한

계가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행위 귀

속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귀속을 중심으

로 그 동안 유엔으로만 귀속시켜오던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유엔평

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국가책임에 관해 검토하고, 유엔과 파

견국의 책임 분배를 통해 현 배상책임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헌 조사에 입각하여 제1차 문

헌으로는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DARS)’, ‘국제기구의 국제책

임 초안(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이하 DARIO)’,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및 ‘Report of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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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2차적 문헌으로

는 단행본, 논문 및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대상인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배상책임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에 관한 유엔의 배

상책임 체제와 배상원칙을 살펴보고,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위에 관한 유엔의

입장을 조직법적 관점과 지휘통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DARIO의 개별 조항에 입각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의 귀속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

례들을 통해 과거 유엔의 실행 및 국가관행에서 나타난 행위 귀속의 통제 기

준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실효

적 통제(effective control)’에 근거하여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한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헤이그 지방법원, 항

소법원 및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법원의 입장

을 비교해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접수국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바람

직한 국제법적 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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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엔평화유지활동과 배상책임체제

제1절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특징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 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엔평화

유지활동이 어떻게 창설되고 어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이는 유엔평화유지활동 배상책임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

이 된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깃발 아래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

가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분쟁지역에서 정전을 감시(cease-fire)하고 완

충지대를(buffer zone)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38) 그러나 유엔헌장

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창설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

거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창설에 관한 유엔헌장의 근거는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고 있는 제6장인지, 국제평화의 위협에 관한 조치를 다루고 있는 제7장

인지, 아니면 이른바 제6.5장인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다.39)

이와 관련하여 Evans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

요 역할은 제6장에 입각하여 제36조에서 제38조에 따라 군 옵서버 미션과 유

엔평화유지군을 설치하는 것으로, 분쟁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40) 헌장 제6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평화적 해결을 위

해 안보리는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에는 반드시 무력사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3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upra note 4, p.4

39) L.M. Goodrich, supra note 29, p.138;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Document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7; D.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 A Legal Study (London: Stevens, 1964), p.276.

40) G. Evans, Cooperating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Allen and Unwin, 1993),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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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은 공격받기도 하였다. 유엔평화유지활동 내 무력행

사는 때때로 자위(self-defence)가 아닌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대표

적인 예로 UNFICYP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후의 수단

으로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하기도 하였다.41) 비록 헌장 제6장의 광의적

해석을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

재할 수 있으나 오늘날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경무장 뿐 아니라 중무장군을 포

함한 능동적인 성격을 갖는 다차원적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한편 헌장 제7장은 그 동안 상당수의 학자들에 의해 유엔평화유지활동

의 대표적인 헌장 상의 근거로 제시되어왔다.42) 헌장 제7장은 국제평화가 위

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

하여 권고하거나 잠정조치 및 병력의 사용을 동반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

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Orakhelashvili은 헌장 제7장을 강제조치로 국한하면 안 된

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제39조는 안보리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

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강제조치에 관한 제41조 및

제42조는 예시적 규정(illustrative list)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43) 사실상 제39

조상 권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고의

성격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지원 또는 협조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44) 아울러 Bowett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안보리의 창설 권한은

41) UN Doc. S/5653 (1964), p.5, para.19.

42) J.W. Halderman, “Legal Basis for United Nations Armed Forc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6, no.4 (1962).; D. Ciobanu, “The Power of Security Council to

Organize Peacekeeping Operations”, A. Cassess (e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Legal Essays (Sijthoff & Noordhoff, 1978).
43) A. Orakhelashvili, “The Legal Basis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vol.43 (2003), pp.492-493.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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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및 제42조까지 나아가는 수고 없이 제39조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45)

이러한 입장은 국제법원 또는 국내법원의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ehrami and Samar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안보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창설 권한을 헌장

제7장으로 해석하였으며46)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UNPROFOR은 헌장 제7장에 입각하여 창설된 유엔평화유지활동

이라는 점을 판단하였다.47)

한편 Hammarskjöld 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강제조치에 관한

헌장 제7장의 규정에는 미달되는 반면 분쟁해결에 관한 제6장상 규정된 수단

은 초과된다는 점에서 제6.5장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48)

Malanczuk 또한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49) 이와 관련하여

Reparation 사건에서 ICJ는 비록 헌장 상 명백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임무를

수행하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은 국제기구에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유

엔에 또한 적용됨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50)

국제법상 국제기구는 비록 헌장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당

연한 추론(necessary implication)에 따라 부여받는 권한을 갖는

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원칙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국제노동기구에 적용된 바 있고 유엔에 또한 적용되어야

45) D.W Bowett, supra note 39, p.276.

46)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supra note 35,
p.38, para.132.

47)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265615/ HA ZA 06-1671, District Court of the

Hague (2008), para.4.6.

4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upra note 4, p.4.

49) P.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 ed.,
(Routledge, 1997), p.385.

50)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49),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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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1)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본

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은 그 창설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은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한 유엔의 주요활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그 동안 관행이 축적됨

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52)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일반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창설되어왔다.

유엔 총회에 의해 설치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6년 UNEFⅠ가 있으며53)

1962년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ICJ는 ONUC에 대한 유엔 총회의 창설

권한을 확인하기도 하였다.54) 한편 서부 뉴기니를 둘러싼 네덜란드와 인도네

시아 분쟁으로 인해 1962년 서부 뉴기니에 설치된 유엔임시행정부(United

Nations Temporary Executive Authority, 이하 UNTEA)는 총회 결의에 따

라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의 통제 하에 서부 뉴기니의 과도 행정부로서 임

무를 부여받기도 하였다.55)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창설 권한은 현재 사실상 이

는 안보리가 독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안보리의 기능을 보

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의

권한은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에 관한 결의 377호로

51)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ganization must be deemed to have those powers

which, though not expressly provided in the Charter, are conferred upon it by

necessary implication as being essential to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This principle

of law was applied by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must be applied by to the United Nations.” ibid.

5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5판 (삼영사, 2014), p.1043.

53)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군대는 이집트를 공격

하였다. 이에 유엔 총회는 관련 국가들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감시하

기 위해 UNEFⅠ을 설치하였다.

54) ICJ는 목적을 달성을 위한 조치는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평

화유지활동에 관한 결정은 제14조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의 권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s), ICJ Reports

(1962), pp.163-165.

55) UN Doc. A/RES/1752(XVII),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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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도출되어왔다. 동 결의는 안보리 기능이 마비될 경우 총회는 안보리를

대신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보충적 역할(residual role)을 할 수 있음

을 선언하고 있는데56) 수에즈 운하 사태와 관련하여 총회가 UNEFⅠ를 창설

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상황의 당사국이었다는

점에서 제749차 및 제750차 안보리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57) 이에 따

라 총회는 안보리를 대신하여 총회 결의 제1001호에서 UNEFⅠ을 창설하였

다.58)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글로벌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

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중심이 되어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접수

국 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

과 관련된 중요한 협정으로는 유엔과 파견국 간의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Participating State:

MOU)와59) 유엔과 접수국 간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 Agreement

for Peacekeeping Operation, 이하 PKO SOFA)60)이 있다. MOU는 파견국이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제공하는 직원 및 장비에 대한 보상과 책임에 관련하

여 유엔과 파견국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파견국은 MOU를 통해 자발적으

로 유엔에 자국의 군대와 장비를 지원한다.61) 한편 통상적인 SOFA는 체류

56) UN Doc. A/RES/377(v) (1950).

57) UN Doc. S/3721 (1956); UN Doc. S/RES/119 (1956).

58) UN Doc. A/RES/1001(ES-1), (1956).

59) 1997년 사무총장은 그 동안 축적된 유엔평화유지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표준 MOU를 작성

하였다. 그 후 2005년 유엔총회는 결의 제59/300호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내에서 이루어지

는 성적 착취 및 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A/59/710)를 반영하여 사무총장으

로 하여금 수정된 표준 MOU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표준 MOU는 2007년 유엔평화

유지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A/61/19, PartⅢ)에 반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

과 파견국은 협상을 통해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MOU를 체결한다. 최근 표준 MOU

는 ‘Manual on Policies and Procedures Concerning the Reimbursement and Control of

Contingent-Owned Equipment of Troop/Police Contributors Participating in Peacekeeping

Missions’ 제9장을 참고한다. UN Doc. A/C.5/66/8 (2011), p.182.

60) 표준 PKO SOFA는 1957년 UNEFⅠ에 대하여 유엔과 이집트 간 체결한 SOFA를 바탕으

로 하고 있다. 1989년 총회는 결의 제44/49호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표준 PKO

SOFA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사무총장은 표준 PKO SOFA를 작성

하였다(A/45/594). 이를 바탕으로 유엔과 접수국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SOFA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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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파견국 간의 협정임에 비해 PKO SOFA는 유엔과 접수국간 체결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PKO SOFA는 유엔과 접수국 간 의무 및 권리에 관한 내

용을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

을 규율하고 있다. PKO SOFA 상에는 유엔평화유지군에게 부여되는 특권

면제, 형사 및 민사관할권, 세금 및 관세의 면제, 유엔 PKO를 위한 시설 등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62) 이 두 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운영에 중

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제2절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

1. 유엔의 배상책임 원칙

유엔의 국제책임은 유엔이 향유하는 국제법상 법인격(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으로부터 도출되어왔다.63) Reparation 사건에서 ICJ는 유엔은 국제

법상 법인격을 향유함에 따라 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유책국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64) 이와 관련하여 사무

총장은 유엔군의 활동에 대한 유엔의 국제책임은 유엔이 향유하는 국제 법인

격으로부터 도출되며, 국제법상 국가책임 원칙은 국제기구로 광범위하게 적

용됨을 주장해왔다.65) 이에 따라 유엔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유엔은 배상책임이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접

61) UN Doc. A/C.5/66/8 (2011), p.182.

62) Model Status-of-Forces Agreement for Peacekeeping Oper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45/594 (1990).

63) C. Ryngaert and H. Buchanan, “Member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trecht Law Review, vol.7 (2011), p.134.
64)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supra note 50,

pp.180-185.

65) UN Doc. A/51/389 (1996), p.4, para.6.



17

수국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왔다.66) 유엔의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으로서67) 유엔평화유지군은 안보리 또는 총회의 전반적인 지휘(overall

direction) 내에 사무총장의 행정적 지시 및 통제(executive direction and

control)에 종속됨을 주장해왔다.68)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유엔에 귀속되며 유엔평화유지군이 국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유엔이 부담해야 함을 고수해왔다.69)

한편 유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파견된 군대(national contingent) 구성원의 중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국제형사책임이 수반

된 경우에 유엔은 파견국으로부터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70) 이러한 유엔과 파견국 간 관계는 표준 MOU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양해각서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 활동 또는 작전 수행

중 정부로부터 제공된 직원이나 장비에 의해 재산상 손실, 사

망 또는 인적 상해를 입은 제3자의 청구를 다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손실, 손해, 사망 또는 상해가 정부로부터

제공된 직원의 중과실(gross negligence)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wilful misconduct)로 야기될 것일 경우에 그러한 청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71)

66) ibid., p.4, para.7.
67) UN Doc. A/3943 (1958), p.24; UN Doc. A/51/389 (1996), p.6, para.17; UN Doc.

A/66/10 (2009), p.88

68) UN Doc. A/CN.4/545 (2004), p.17.

69) ibid.
70) UN Doc. A/51/389 (1996), p.10, para.42.

71) “The United Nations will be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any claims by third parties

where loss of damage to their property, or death or personal injury, was caused by the

personnel or equipment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or

any other activity or operation under this Memorandum. However, if the loss, damage,

death or injury arose from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of th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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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무총장은 국가로부터 파견된 군대 구성권의 국제인도법 위반

과 개인의 국제 형사책임이 수반된 행위로부터 야기된 전투 관련된 손해

(combat-related damage)에 대한 전보(塡補)는 파견국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72) 그러나 이러한 파견국의 책임은 유엔과 파견국 간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 등 제3자에 대해서는 직접으로 적용되지 않는다.73)

이에 따라 유엔의 입장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1차적으로 유엔에게 있으며 제2차적으로 유엔은 유엔과

파견국 간 협정에 따라 파견국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74) 이는 파견국에 대해 유엔이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배상시스템 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가 파견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유엔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

의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하에 놓인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의 배상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유엔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

다. 이러한 유엔의 입장과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법적 지위

를 조직법적 관점과 지휘 통제(command and control)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위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will be liable for such claims.” UN Doc.

A/50/995 (1996), Article 9.

72) UN Doc. A/51/389 (1996), p.10, para.44.

73) UN Doc. A/CN.4/545 (2004), p.18.

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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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법적 관점

유엔평화유지군은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안보리 또는 총회에

의해 설치된다는 점에서 조직법적 근거는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헌장 제22

조와 제29조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입장은 유엔의 실행에서도 반영되어왔고

국제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 Hammerskjöld

는 1956년 UNEF에 관한 보고서에서 UNEF을 유엔 헌장 제22조상에 따라

창설된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언급하였다.75) 아울러 Certain Expenses 사건에

서 ICJ는 콩고유엔평화유지활동(ONUC)은 제29조에 따라 안보리가 창설한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76) Behrami and Samar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미션(UNMIK)의 법적 지위를 안보리

로부터 민간 행정권(administrative power)을 위임받은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임을 판시하였다.77)

유엔의 보조기관은 회기 중의 위원회(sessional committee), 작업반

(working group) 및 부설 기관(auxiliary organ)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위

기관으로부터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기

준이 된다.78) 유엔평화유지군은 안보리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명령

(mandate)을 받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헌장 상 유엔기관

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지휘 통제의 관점

75) UN Doc. A/3943 (1958), p.24, para.127.

76) Certain Expenses of United Nations, supra note 54, p.177.

77)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supra note 35,
p.33, para.118.

78) M. Bothe, “Peacekeeping”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vol.1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989.



20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하여 유엔이 행사하는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는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 Hammerskjöld는 1958년 유엔 긴급군

(UNEF)에 관한 보고서에서 UNEF는 여전히 국가의 군대에 복무 중이지만

UNEF의 임무 중에는 유엔 사령관과 그의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에

놓이는 국제요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79) 그 후로도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

은 안보리 또는 총회의 전반적인 지휘(overall direction) 하에 사무총장의 행

정적 지시 및 통제(executive direction and control)에 종속된다는 입장을 주

장해왔다.80)

유엔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

는데 소속 군대에 대한 파견국의 권한이 유엔에 이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81) 이러한 권한의 이양(Transfer of Authority, 이하 TOA)을 통해 개별

국가로부터 파견된 군대는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이며 유엔 조직

(organizational apparatus)의 일부로 가능하게 된다.82) 그에 따라 군대에 대

한 회원국의 ‘작전 지휘 통제(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는 유엔으로

이양된다.83)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지휘 계통을 벗

어날 수 없고, 파견국의 지시를 포함하여 외부의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84) 이러한 유엔의 ‘지휘 통제 기준’은 유엔평화유지활동

79) UN Doc. A/3943 (1958), p.24, para.128.

80) UN Doc. A/CN.4/545 (2004), p.17.

81) A. Sari,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Peace Support Operations: The

Behrami and Samarati cases”, Human Rights Law Review, vol.8, (2008), p.160; K.

Schmalenbach, “Third Party Lia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H. Langholtz, B.

Kondoch, and A. Wells (eds), International Peacekeeping : 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35; M.

Zwanenburg, supra note 1, p.37.

82) M. Zwanenburg, supra note 1, p.37.
8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epartment of Field Support,

“Authority, Command and Control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olicy,

February 2008) p.3, par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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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실상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가 누구의 통제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안보

리 또는 총회의 위임명령이나 유엔과 파견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최종적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은 그 동안 유엔의 실행 뿐 아니라 국내법원 및 국제법원의

판례에서 행위 귀속의 기준으로 원용되어왔다.85) 대표적으로 2007년 Behrami

and Samar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안에서 문제가 된 KFOR와

UNMIK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유엔의 최종 권한(ultimate authority)하에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엔에 귀속시켰다.86) 아울러 2008년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군대에 대한 국가의 ‘작전 지휘 통

제(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는 유엔에 이양되었고, 사안에서 문제

가 된 네덜란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유엔의 지휘 계통으로부터 벗어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엔에 귀속시켰다.87)

3. 배상책임체제

오늘날 국제법상 국제기구 요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국제기구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과

같이 국제기구 내에 외국인이 당해 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88)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법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일반적으로 유엔 직원 및 임무를 수행

84) UN Doc. A/46/185 (1991), p.3, para.9.

85) Attorney-General v. N issan, House of Lords, United Kingdom (1969); Mothers of
Srebrenica v.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Nations, no. 295247/ HA ZA 07-2973,

District Court of the Hague, The Netherlands (2008);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supra note 35.

86) 자세한 논의는 pp.44-46 참조.

87) 자세한 논의는 pp.60-63 참조.

88) C. Amerasinghe, Principles of the Institutional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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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문가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협약’에 따라 사무총장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유엔 직원은 유엔의 특권과 면제협

약 제18조에 따라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

터 면제되며, 제22조에 따라 유엔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또한 임

무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PKO SOFA는 접수국 내에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에 특권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표준 PKO

SOFA에 따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평화유지군은 제15조 (a)부터 (d)

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면책 특권을 향유하며89) 이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은

접수국 내에서 행한 공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

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가 절차법적으로 면제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실체법적 측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유엔평

화유지활동 중 공무수행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

으며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유엔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

해자의 국적국과 손해배상협정을 체결해 준 사례가 있다. 유엔은 ONUC 임

무 수행 중 발생한 접수국에 거주하고 있던 벨기에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파견국이었던 벨기에 정부와 손해배상협상을 체결하여 배상을 해주었다.90)

안보리 결의 제161호에 따라 콩고내전 방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사

용이 동반되었던 ONUC가 실패로 끝나면서 많은 인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벨기에 정부는 자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유엔과 일괄

보상협정을 체결하였다.91) 유엔은 그 외에도 그리스92), 이탈리아93), 스위스94)

89) UN Doc. A/45/594 (1990), pp.5-6.

90) UN Doc. A/51/389 (1996), footnote 8, p.13.

91)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Definitively Settling the Financial

Questions Outstanding as Regards the Former Belgian Military Bases in the Congo.

New York, 20 February 1965,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35 (1965), p191.

92)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Claims

Filed against the United Nations in the Congo by Greek Nationals. New York, 20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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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룩셈부르크95)와 손해배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거

유엔은 통상적인 일반 국제법에 입각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접수국 내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국적국과 양자협정을 통해 사후적

으로 배상책임 부담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

라 배상청구가 증가하게 되자 유엔평화유지활동 내에는 보다 조직화된 배상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유엔은 별도의 배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유

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피해, 사망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3자

의 배상청구를 다루어왔다.96) 청구심사위원회(Claims Review Board)와 상설

청구위원회(Standing Claims Commission)가 그것이다.97) 1989년 유엔 총회

는 제44/49호 결의를 통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표준 PKO SOFA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며98) 1990년에 작성된 표준 PKO SOFA상에는 유엔평화유지

활동 중 발생하는 사법적 성격(private law character)의 분쟁을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 ‘상설청구위원회’가 마련되었다.99) 한편 청구심사위원회는 재무관

(Controller)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적 권한에 근거하여 접수국 내에 설치되

는 것으로 1992년 9월 “Field Administration Manual”상의 분쟁해결기구로

창설되었다.100)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65 (1966), p.3.

93)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Claims

Filed against the United Nations in the Congo by Italian Nationals. New York, 18

January 196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88 (1967), p.197.

94) Exchange of Letters (with Annex)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Claims Filed against the United Nations in the Congo by Swiss

Nationals. New York, 3 June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64 (1966), p.193.

95) Exchange of Letters Constituting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Claims

Filed against the United Nations in the Congo by Luxembourg Nationals. New York, 28

December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585 (1966), p.147.

96) M. Zwanenburg,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Between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Law Review, vol.5 (2008), p.44.

97) UN Doc. A/51/389 (1996), p.7, para.20.

98) UN Doc. A/RES/44/49, para.11.

99) UN Doc. A/45/594 (1990), p.13, para.51.

100) UN Doc. A/C.5/49/65 (1995), p.7 and p.14, para.17 and foot not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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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심사위원회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접수국 국민은 접수국 내에 설

치되어있는 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배상청구를 제기해왔다. 청구심사위원회

는 조사, 절차 및 최종 판정 등 모든 과정이 유엔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유엔

내의 분쟁 해결 기구이다.101)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임무가 정전 감시 및 완충

지대를 제공하는 등의 소극적 성격을 지녔던 과거에는 청구심사위원회에 대

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102) 그러나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접수국의 배상청구 또한 증가하였다.103) 이에 따라

현존하고 있던 분쟁 해결 시스템에는 여러 인적 및 재정적 한계가 나타났

다.104) 1996년 총회는 제50/235호 결의에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증가하고 있

는 접수국 국민의 배상청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 방침을 제시

하도록 하였다.105) 사무총장은 시간적, 재정적 한계를 설정하고 또는 배상 가

능한 손해의 유형에 제시하여 유엔과 피해 국민 간 균형 있는 조화를 추구하

는 방침을 마련하였으며106) 총회는 1998년 제52/247호 결의에서 이를 채택하

였다.107)

동 결의에 따라 접수국 내에 설치되는 청구심사위원회(Claims Review

Board)는 접수국 국민의 배상 청구에 대하여 시간적 제한(temporary

101) ibid., p.7, para.22.
102) D. Shraga, “U.N. Peacekeeping Operations: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Responsibility for Operations-Related Damag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4 (2000), p.409.

103) UN Doc. A/51/389 (1996), p.8, para.26.

104) ibid.
105) UN Doc. A/RES/50/235, p.4, para.16.

106) ibid., p.7, para.20.
107) UN Doc. A/RES/52/24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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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과 재정적 제한(financial limitation)을 두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며108) 유엔

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0 달러로 제한된다.109) 한편 유엔평화유

지활동 중 발생한 인적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재산상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

련 없는 소송비용(legal expenses) 및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경제적

인 손실(non-economic loss)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110) 한편 유엔평화유

지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작전상 필요성

(operational necessity)’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은 면제된다.111) 이는 유엔

의 관행으로부터 발전된 용어로 전쟁법상 전투 작전(combat operation)으로

범주를 제한하는 ‘군사상 필요성(military necessity)’과 구별되는 반면 배상책

임에 대하여 면제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다.112)

‘군사상 필요성(military necessity)’은 전시상황에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전시법규를 일탈할 수 있는 사유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23조 (g)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및 제52조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군사상 필요성(military

necessity)’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필요성(necessit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113) 전자의 경우에는 군사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따

라 국제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다.

108) ibid., p.2, para.8.
109) ibid., p.2, para.9.
110)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 규정 제4호(Headquarter Regulation No.4)’ 상의 배상 가능한 손해와

손실의 유형 및 유엔보상위원회(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로부터 발전해온

기준을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인적 상해, 죽음, 질병에 대한 배상을 경제적

혹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로 제한하였다. 여기에는 의료비와 생활비, 수입의 상

실, 경제적 지원의 상실, 상해, 손실 또는 의료지원과 관련된 교통비, 장례비용 등이 포함된

다. UN. Doc. A/51/903 (1997), p.7, paras.25-26.

111) UN Doc. A/51/389 (1996), p.5, paras.13-15.

112) ibid., p.13, footnote 5.

113) N. Hayashi, “Requirements of Military Necess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Bosto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8
(2010),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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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작전상 필요성(operational

necessity)’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엔평화유지군 개인의 행위가 아닌 작전상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하며, 임무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114) 아울러 ‘작전상 필요성’으로

인한 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발생한

피해 간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충족 여부이다.115)

군사 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제 사유로써 ‘비례성 원칙’은 이스

라엘 군대(Israel Defense Force, 이하 IDF) 사령관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리 장벽(Separation Fence)을 설치하기 위해 Judea and Samaria

지역을 점령한 Beit Sourik 사건에서 또한 원용되었다. 본 사안에서 이스라

엘 고등법원은 행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취한 조치와 지역 주민에게 발생

한 피해 간에는 적절한 비례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판단하였다.116) 이에 따라

분리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Jebel Muktam 지역을 점령할 것을 명한 IDF 사

령관의 조치는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의 관계에서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

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17)

(2) 상설청구위원회

상설청구위원회는 표준 SOFA상의 기구로서 유엔과 접수국이 동등한

자격이 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 청구심사위원회는 그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접수국에 설치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반면 상설

청구위원회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시간과 경비를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

114) UN Doc. A/51/389 (1996), p.4, para.14.

115) ibid.
116) Beit Sourik Village Council v. The Government of Israel, no.2056/04, The Israel High

Court of Justice (2004), paras.36-38.

117) ibid., para.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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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 SOFA 상 분쟁해결에 관한 제7장 제51조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에 관한 사법적 성격의 분쟁이나 청구는 상설청구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118) 상설청구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명되

는 1인, 정부로부터 지명되는 1인, 사무총장과 정부가 함께 지명하는 의장으

로 구성되며, 30일 안에 의장 지명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요청한다.119) 한편 분쟁 해결의 절차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

하며 위원회로부터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구속력 있다.120)

그러나 그 동안 상설청구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121)

이에 관하여는 접수국의 상황이 분쟁으로 인한 혼란스럽다는 점을 비롯하여

접수국 내의 정치적 이익이 결여되어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

다.122) 그러나 표준 SOFA 제7장상의 분쟁해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것은 상설청구위원회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123)

제3절 문제점 및 한계

이상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체제를 개관해보았다. 현 배

상책임체제는 상설청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됨에 따라 청구심

사위원회를 통해 유엔이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만

으로는 접수국 국민의 수많은 배상청구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회

118) UN Doc. A/45/594 (1990), p.13, para.51.

119) UN Doc. A/51/903 (1997), p.4, para.7.

120) ibid.
121) ibid., p.4, para.8.
122) ibid.
1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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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적 한계에 따라 배상의

범위 및 최대 배상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정신적 피해와

같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는 배상청구의 범위 내로 포함되어있

지 않으며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작전상 필요성’의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남용의 여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엔은 콩고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벨기에 국민이 제기한 배상청구의 약 41%만을 받

아들였으며 나머지는 군사 활동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배제되었다.124)

또한 직원의 수적 한계에 따라 현지 내의 청구심사위원회의 담당 요원

의 부족 또는 내부 절차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배상체제는 제대로 작

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권리 구제가 실효적으

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범위가 확장되

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문제는 앞으

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준 SOFA과 표준 MOU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책임을 다

루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자 기본적인 근거 규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두 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관련하여 접수국 피해국민의 현실

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시스템 내에서 접수국 피해 국민은 파견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유엔평화유지군 개인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유엔은 파견국에 구상할 수 있을 뿐이

다.125)

아울러 유엔 중심의 배상책임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 그 동안 유엔의

입장은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지휘 통제 하에서만 행동할 수 있을 뿐 원

칙적으로 파견국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놓일 수 없음을 전제해왔다.126) 그

124) 유엔 자료에 의하면 벨기에 국민이 유엔에 대하여 제기한 배상청구는 약 1,400건이었으

나 유엔은 그 중 581건만을 받아들였다. UN Doc. A/51/389 (1996), p.13, footnote 8.

125) UN Doc. A/RES/52/247 (1998), p.2, par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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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

가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파견국의 군대라는 점에서 유엔의 지휘를 받는

중에도 사실상 파견국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

적인 예로 유엔평화유지군 개인에 대한 보수, 진급과 같은 행정 사항, 형사 관할

권 및 규율 권한은 국가에게 잔존하며127) 그 동안의 몇몇 사례에서 유엔평화

유지군은 국가 소속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존재해왔다. 과거

국가 소속 사령관이 소속 유엔평화유지군에게 유엔 사령관의 명령에 반하는

지시를 한 사례와 파견국이 유엔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통제권한을 행사한

사례들이 유엔에 보고된 바 있다.128)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례로 소말리아평

화유지활동 중 일부 유엔평화유지군은 소속 정부의 지시를 받았으며 유엔보

스니아평화유지군 중 네덜란드 소속 군대는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당시 네덜

란드 정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129) 아울러 시에라리온 유엔평화유지활동

에서는 나이지리아 소속 군대가 유엔 사령관의 명령에 반하여 행동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30)

이에 따라 외관상 유엔평화유지군이 ‘Blue Helmet’을 착용하고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유엔의 배타적인 통제 하에 놓인다

고 보기는 어렵다. 유엔이 제시해온 지휘 통제의 기준에 따를 경우 유엔평화

유지군이 사실상 국가의 지휘 통제를 받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유엔의 행위

로 귀속되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의 입장은 실질적

인 측면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

위가 누구에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 귀속의 판

126) UN Doc. A/46/185 (1991), p.3, para.9.

12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supra note 83, p.3, para.7.;

A/45/594 (1990), p.12, para.47.

128) 자세한 논의는 pp.51-52 참조.

129) M. Rose, F ighting for Peace (1998), p.85. Reprint in M. Zwanenburg, supra note 1,
pp.40-41.

1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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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해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유엔과 파견국이 책임을 분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현 유엔평화유지활동 배상책임체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

로 접수국 피해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는 국제법상 행위 귀속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

따른 행위 귀속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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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의 귀속

제1절 행위 귀속의 일반원칙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책임 원칙은 국가책임 원칙으로부터 도출되어왔

다.131) 최근 ILC는 2011년 제63회기에서 제2회독 DARIO를 채택하였는데132)

동 초안은 상당부분 2001년에 채택된 DARS와 유사한 구조로 작성되었다.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귀속성과 국제의무의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행위의 귀속 판

단은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한편 국제기구는

국가와 달리 주권적 요소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의 행위 귀속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국제기구 간 일정한 관련성(link)이 성립되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Hirsch는 그의 저서에서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행위 귀속

의 일반원칙으로 ‘통제적 관련성(control link)’, ‘조직적 관련성(institutional

link)’ 그리고 ‘영토적 관련성(territorial link)’을 제시하였다.133) 그 중에서도

‘통제적 관련성’은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의 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오늘날 국제기구 행위 귀속의 일반원칙은 2011년에 채택된 DARIO 규

정에 따라 국제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기관이나 요원의 행위(제6조),

타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놓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 및 요원의 행

위(제7조), 국제기구의 공적 자격에서 행한 기관 또는 요원의 월권행위(제8

조), 국제기구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한 행위(제9조)로 정착되고 있

다. 제6조와 제8조는 Hirsch가 제시한 ‘조직적 관련성’과 대응되고 제7조는

131) M. Hirsch, supra note 30, p.62; UN Doc. A/51/389 (1996), p.4, para.6.

13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p.51, para.82.

133) M. Hirsch, supra note 30,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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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 관련성’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Hirsch가 제시한 ‘영토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원칙

(due diligence principle)은 전통적인 국제법상 국가의 영토적 지배(territorial

control)의 결과로 인정되어왔다.134) Hirsch는 국제기구가 접수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곧 접수국의 영토를 관리(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

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 원칙’을 국제기구의 책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35)

이와 관련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에 관한 유엔의 입장을 살

펴보면 유엔은 ‘조직적 관련성’에 입각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을 판

단해왔다. 유엔은 소속 군대에 대한 파견국의 권한이 유엔에 이양됨에 따라

유엔의 조직 내로 편입된다는 점에서136)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보조기관

이며 그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유엔에 귀속됨을 주장해왔다.137)

이러한 유엔의 입장은 DARIO 제6조에 근거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

속을 판단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제6조는 ‘국제기구 기관이나 요원의 행위’

라는 표제 하에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요원의 행위는 지위

를 불문하고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위를 형식적인 기준에서만 입각하여 바라보고 있을 뿐,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

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 입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34) P. Klein, “The Attribution of Act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J. Crawford, J.

A. Rellet, and S. Olleson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310-311.

135) M. Hirsch, supra note 30, p.63.
136) A. Sari, supra note 81, p.160; K. Schmalenbach, supra note 81, p.35; M. Hirsch, supra
note 30, p.37.

137) UN Doc. A/CN.4/545 (200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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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 논의

1. 이중적 법적 지위

역사상 어떠한 국제기구도 직접적인 모집을 통해 자신만의 군대를 창설

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기구는 회원국 혹은 제3국로부터 제공받은

군대를 통해 군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유엔 또한 이와 유사하다. 유엔 조직

내에는 유엔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평화유지활동은 회원국으로

부터 제공되는 병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왔다. 이와 같이 유엔평화유지활동

을 수행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은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되는 군대로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유엔

에 귀속되는지 또는 회원국에 귀속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국가기관은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완전히 놓이게 된

다.138) 이와 같은 경우 국가기관의 행위는 DARIO 제6조에 따라 명백하게 국

제기구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그 동안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평화

유지군의 행위 귀속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파견국 기관이 국제기구로 파견된

후에도 여전히 파견국의 통제를 받는 경우, 이는 더 이상 DARIO 제6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유엔평화유지군은 파견국의 군대라는 점에서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후

에도 여전히 파견국으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는다. 파견국에게는 소속 군대

에 대한 보수, 진급과 같은 행정적 통제(n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와

규율 권한(disciplinary authority)이 잔존한다.139)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으

로부터 파견군대를 철수시킬 권한은 파견국의 고유 권한이며140) 표준 SOFA

138)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book of
ILC, 2011, p.19, para.1.

139) UN Doc A/46/185 (1991), p.3, para.8; A/45/594 (1990), p.12 para.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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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형사 관할권은 배타적으로 파견국에 종속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41) 이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통제를

받는 중에도 파견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DARIO 제7조는 국제기구로 파견된 국가기관이

여전히 파견국의 기관으로서 행동할 경우에 그 기관의 행위 귀속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DARIO 제7조는 “타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겨

진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 및 요원의 행위에 대하여 타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타국

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DARIO 제6조에

따라 형식적인 기준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를 판단해왔던 전통적인 입장

으로부터 벗어나 ‘조직적 기준(organic test)’에 따라 행위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142)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유엔평화유지

군 행위의 귀속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유권 조항이 된다. 다음에서는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내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들 간 이루어진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별 국가들의 입장

ILC는 2003년 DARIO 편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행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하였는데143) 여기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

14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supra note 83, p.3, para.7.

141) UN Doc. A/45/594 (1990), p.12, para.47.

142) B. Montejo, "The Notion of Effective Control under the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Ragazzi (e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says In Memory of Sir Ian Brownli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3), p.392.

143) 국제기구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세 가지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로의 행위 귀속에 관한 일반규칙은 국제기구법(ru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참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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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에 관한 쟁점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

로 2003년 12월 9일 총회는 제58/77호 결의에서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의

제에 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였고144)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은

입장을 제시하였다.145)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보면 많은 국가들은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원

칙적으로 유엔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유엔평화유지활동 임

무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파견국의 통제가 행사된 경

우,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46) 한편 이스라엘과 러시아 연방은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에 대

한 통제 기준으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제시하였는데147) 이는

그 후 DARIO 상의 행위귀속 판단의 통제 기준으로 반영되었다.

2004년 멕시코와 폴란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의견을 제공하였다.148) 멕시코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의 지침

조항으로 DARS 제6조를 제시하였다.149) DARS 제6조는 “국가에 의해 타국

의 통제 하에 놓인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통제국의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국제법상 통제국의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DARS 제6조 상의 ‘공권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2) 국제기구로의 행위 귀속에 관한 일반규칙이 국제기구법을 참조해야 한다면, 1986년 국

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j) 상의 국제기

구법의 정의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

  (3) 파견국으로 귀속될 수 있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범위와 유엔에 귀속될 수 있는 유

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범위. UN Doc. A/58/10 (2003), pp.22-23, para.27.

144) UN Doc. A/RES/58/77 (2003), p.2, para.5.

145) UN Doc. A/C.6.58/SR.14 (2003); UN. Doc. A/C.6/58/SR.15 (2003); UN. Doc.

A/C.6/58/SR.16 (2003); UN. Doc. A/C.6/58/SR.21 (2003); UN Doc. A/CN.4/547 (2004).

146) 덴마크(덴마크는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UN

Doc. A/C.6.58/SR.14 (2003), pp.5-6, paras.27-28); 오스트리아(ibid., p.7, para.33); 이탈리아

(ibid., p.9, paras.43-46); 캐나다(UN. Doc. A/C.6/58/SR.15 (2003), p.2, paras.1-3); 그리스

(ibid., p.5, para.13), 이스라엘(ibid., p.6, para.21); 러시아연방(ibid., pp.7-8, para.31); 이집

트(UN. Doc. A/C.6/58/SR.16 (2003), p.2, para.2); 멕시코(UN. Doc. A/C.6/58/SR.21 (2003);

p.10, para.48).

147) UN Doc. A/C.6/58/SR.15 (2003), p.6 and p.8, para.21 and para.31.

148) UN Doc. A/CN.4/547 (2004), pp.8-10.

1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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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권한과 대응될 수 있고, 유엔평화유지군은 헌

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권한(mandate)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50) 한편 멕

시코는 유엔평화유지군이 규범적 체계(normative framework)를 벗어나 행동

하는 경우는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외를 규율할 수 있는 통제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151)

한편 폴란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폴란드는 원칙적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엔이 부담하는 책임은 유엔평화유지군이 유엔(안보리 또는 총회) 결의에

입각하여 유엔의 지휘 내에서 행동한 경우로 제한되지만, 만약 국가를 대신

하여 소속 사령관이 유엔평화유지군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였다면 파견국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음을 제시하였다.152) 이에 따라 ILC는 이러한

실질적인 관점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153)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4년 Gaja는 국제기구의 행위

의 귀속과 관련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 또는 국제기구

에 의해 타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놓인 기관의 행위’라는 표제 하에 제5조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귀속 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154) 동 조항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11년 제63회기에서 DARIO 제7조로 채택되었는데155)

다음에서는 어떠한 논의 과정을 통해 동 조항이 채택되어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유엔 통제 하의 국가기관 행위

150) ibid.
151) ibid.
152) ibid.
153) ibid.
154) UN Doc. A/CN.4/541 (2004), p.14.

155)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p.51, par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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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서 Gaja는 국제기구에

대한 행위 귀속과 관련된 규정을 작성하였다.156) 그 내용은 ‘국제기구의 행위

로 귀속되는 일반원칙’에 관한 제4조,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타국제기

구의 통제 하에 놓인 기관의 행위’에 관한 제5조, ‘월권행위의 귀속’에 관한

제6조, ‘국제기구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한 행위’에 관한 제7조로

DARS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있다. 제5조를 작성하는데 Gaja는 국제기

구의 활동이 회원국의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안보리에 의해 승인 또는 권고된 군사 활동의 행위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귀

속 문제에 주목하였다.157)

Gaja가 제시한 DARIO 제5조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기관의 행위가 타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놓여 그 기능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타국제기

구가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행위

는 타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58) 이는 유엔평화유

지군이 갖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을 판

단하는데 사실상의 기준(factual criterion)을 반영한 것이다.159) 2004년 ILC

제56회기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루어진 제2800차-제2804차 회의에서 국

제기구의 통제 하에 놓인 국가기관의 행위 귀속 판단의 기준으로서 제5조 상

의 ‘실효적 통제’의 기준을 수용하였다.160) 이와 관련하여 개별국가들은 유사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161)

한편 ‘실효적 통제’ 뿐 아니라 Prosecutor v. Dusko Tadic 사건에서 원

156) UN Doc. A/CN.4/541 (2004).

157) ibid., pp.14-16, paras.29-34.
158) ibid., p.23, para.50
159) ibid., p.20, para.41.
160)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4, vol.Ⅰ, pp.66-93.

161) 독일(UN Doc. A/C.6/59/SR.21, p.5, para.21); 이탈리아(ibid., p.7, para.32); 중국(ibid.,
p.8, para.39); 일본(ibid., p.10, para.55); 이란(UN Doc. A/C.6/59/SR.22, p.2, para.6);

France(ibid, p.3, para.8); 벨라루스(ibid., p.7, para.44); 뉴질랜드(A/C.6/59/SR.23, p.2,

para.8); 러시아연방(ibid, p.4, para.22); 멕시코(ibid, p.5, para.26); 그리스(ibid, p.7,
para.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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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전반적 통제(overall control)’ 또한 행위 귀속의 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였으며162) ‘실효적 통제’는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군사

활동의 귀속을 논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되는 반면 국제기구의 기타 행위에

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163) 또한 ILC 위원들의

의견 중에는 합리성(reasonableness)과 정의를 위한 정책적 고려를 함에 있어

서 ‘실효적 통제’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이 존재하였으며164) 국

가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뿐 아니라 요원의 행위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

적이 있었다.165)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하여 ‘실

효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과166) 유엔과 국가가 공동으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였을 경우 공동의

책임(joint responsibility)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67)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제5조는 수정을 거쳐 2004년 채택되었다.168)

수정된 제5조는 “타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겨진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기

관 및 요원의 행위에 대하여 타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타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DARIO 상의 다른 규정들이 완성됨에 따라 2009년 ILC는 제61회기에서

DARIO 제1회독 초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조항은 제6조로 되었다.169) 2011년

ILC는 제63회기에서 제2회독 초안을 채택하였으며 제7조로 채택되었다.170)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다.

162) 대한민국(UN Doc. A/C.6/59/SR.23, p.3, paras.16-17).

163) 덴마크(덴마크는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UN

Doc. A/C.6/59/SR.22, p.9, para.62.

164) Koskenniemi,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4, vol.Ⅰ, p.77,
para.41.

165) Kolodkin(ibid., p.83, para.9).
166) Momtaz(ibid., p.72, para.38); Kolodkin(ibid., p.82, para.1); Niehaus(ibid., p.83, para.12);

Yamada(ibid., p.84, para.17); Economides(ibid., p.84, para.21); Xue(ibid., p.87, para.11).
167) Escarameia(ibid., p.80, para.63); Kolodkin(ibid., p.82, para.1); Yamada(ibid., p.84,
para.17); Economides(ibid., p.84, para.21); Xue(ibid., p.87, para.11).

168) UN Doc. A/CN.4/L.648 (2004).

169)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9, p.19, para.50.

170)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p.51, par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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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택된 DARIO 제7조는 사실상 국제기구는 개별국가들로 성립

되며 회원국의 기관 또는 직원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반영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행위

의 귀속을 판단하는데 DARIO 제7조는 중요한 유권적 조항이 된다. 이 조항

은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놓인 국가기관이 형식적으로 누구의 기관에 속하는

지 상관없이 누가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었는지를 행위 귀속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전반적인 지휘(overall direction)

하에 사무총장의 통제 하에 놓인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유

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엔에 귀속되어왔다.171) 그러나

DARIO 제7조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당시 유엔평화유지군

은 사실상 누구로부터 지시 또는 통제를 받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전통적인 배상

책임 원칙에 내재되어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행위 귀속의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ARIO 제7조의 규정은 사실상 DARS의 개별 조항인 DARS 제6조로

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172) DARS 제6조는 DARS 제4조173)에 따라 원

칙적으로 국가조직 상 기관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국 기관과 통제

국가 간 ‘기능적 관련성(functional link)’이 성립될 경우 파견국 기관의 행위

는 통제국가에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DARIO 제7조 또한 DARIO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구조적 기관이 아닐지라도, ‘실질적 통제’에

따라 그 행위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171) UN Doc. A/CN.4/545 (2004), p.17.

172) B. Montejo, supra note 142, p.390.
173)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다른 기능을 수행하든,

그 기관이 국가조직상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든, 그 기관의 성격이 중앙정부 기관이든 또는

지방기관이든 상관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기관은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진 모든 개인 또는 집단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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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S 제6조는 타국의 통제 하에 놓인 국가기관의 행위 귀속의 판단

과 관련하여 파견국 기관과 통제국의 구조 및 권한 간 ‘기능적인 관련성

(functional link)’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174) 이에 따라 DARS 제6조는 파견

국 기관의 행위가 통제국가에 귀속되기 위한 기준으로 파견국 기관은 통제국

의 국가조직(machinery of state)과 결합되어 통제국의 배타적인 지시와 통제

(exclusive direction and control) 하에서 행동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75)

이를 바탕으로 ILC는 DARS 제6조상의 기준은 국가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유

엔의 통제 하에 놓여 행동한 행위의 귀속을 판단하는데 일정한 지침을 제공

해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76) 그러나 ILC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을

판단하는데 DARS 제6조 상의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의 통제 개념

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DARIO 상의 통제기준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177)

한편 DARIO 제7조 상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은 DARS

제8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178) DARS 제8조는179) 사인(私人)

또는 사적 집단과 국가 간의 구체적 관계(specific factual relationship)가 인

정될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180)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사인(私人) 또는 사적 집단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지만

DARS 제8조는 국제법상 ‘효과주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에 따라

사인(私人) 또는 사적 집단과 국가기관(state machinery) 간 실질적인 연관성

174) Yearbook of ILC, 2001, vol.Ⅱ(Part Two) p.44, para.4.
175) ibid. p.44, para.2.
176) Yearbook of ILC, 2004, vol.Ⅱ(Part One), p.14, para.48.
177)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book of
ILC, 2011, p.20, para.4.

178) J.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203.

179)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 또는 집

단이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하거나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행위

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다

180) Yearbook of ILC 2001, vol.Ⅱ(Part Two), p.47,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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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link)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181)

이러한 DARS 제8조상의 ‘실질적 연관성(real link)’ 및 ‘특수한 관계

(specific factual relationship)’는 DARIO 제7조상의 ‘실효적 통제’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실효적 통제’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정황(full factual circumstances)와 특정한 문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182) 이에 따라 DARIO 제7조는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이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의 귀속을 판단하는데 당시 그

행위에 대하여 누가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유엔 뿐 아니

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제3절 행위 귀속의 통제 기준

국제법상 ‘통제의 기준’은 무력행사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귀속을 판단

하는데 적용되어왔다.183) 한편 이러한 통제의 기준은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

련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의 귀속과 관련된 유엔의 실행 또는 국가관

행에서도 적용되어 왔으며 국내법원에서도 유사한 관점에서 적용되어 왔다.

행위 귀속에 대한 통제 기준으로는 ‘전반적인 통제(overall control)’, ‘최종 권

한 통제(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등

다양한 통제 기준이 원용되어왔다. 그러나 행위귀속을 판단하는데 통제의 기

준 및 범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문제가 된다. 통제의 기준은 개별

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유엔평화

181) ibid.
182) 영국, UN Doc. A/C.6/64/SR.16 (2009) p.5, para.23.

183) M 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 icaragua v. United
States), ICJ Reports (1986); P rosecutor v. Duško Tadić, Case IT-94-1-A, ICTY (1999);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risdiction and Merits), ICJ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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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군의 위법행위의 귀속과 관련하여 유엔의 실행 및 국가 관행을 중심으로

원용되어온 통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엔의 실행 및 국가관행

유엔은 군사 활동 중 발생한 군대 구성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휘 통제의 원칙(command and control

principle)’을 삼아왔다.184)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군사 활동의 유형으로 유엔

주도의 활동(UN-led operation)과 유엔 승인의 활동(UN-authorized

operation)으로 구분하여 유엔의 지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유엔 주도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 대한 책임은 부정해왔

다.185) 유엔은 헌장 제42조상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 및 지역

기구(regional organization)에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유엔 승인의 활

동은 회원국 또는 지역 기구의 직접적인 지휘 통제를 받으며 재정적 사항 또

한 유엔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186) 유엔은 주도국이나 지역기구

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칠 뿐이다.187) 유엔 승인의 활동의 예

로는 1990년 걸프전 다국적군(안보리 결의 제678호), 1992년 소말리아 다국적

군(안보리 결의 제794호), 1994년 르완다 다국적군(안보리 결의 제929호),

1995년 보스니아 다국적군(안보리 결의 제1031호) 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 중 이루어진 군사 활동은 첫 유엔 승인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안보리는 제83호

및 제84호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회원국에게 군사

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본 군사 활동은 15개국이 참여하여 미국의 지휘 통제

184) UN Doc. A/CN.4/637/Add.1 (2011), p.10, para.3.

185) ibid, p.10, paras.2-3.
186) ibid.
18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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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통해 이루어졌다.188) 지휘 계통은 미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189) 이에 따라 유엔은 실질

적으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190) 군사 활동

중 야기된 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참여국 간 배상 문제의 대부분은 통합사

령부(Unified Command)를 통해 다루어졌다.191)

한편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 주도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유엔 사무

국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하여 유엔은 전반적인 지휘(overall direction)를 하

며192) 유엔평화유지군을 접수국으로 배치시키는데(deploy) 배타적인 지휘 통

제(exclusive command and control)를 함을 전제해왔다.193) 그러나 과거 유

엔평화유지활동 조직 내에는 유엔의 지휘 통제의 정도(level of command

and control)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군사용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유엔의 지휘 통제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는

논란이 되었다.194) 이에 대하여 독일과 네덜란드는 UNPROFOR에 참여한 소

속 군대에 대한 유엔의 지휘 통제는 ‘작전 통제(operational control)'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195)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유엔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유

엔평화유지활동 사무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 이하 DPKO)

188) UN Doc. S/1511 (1950); S/1588, (1950); F. 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Law of Peace and War (A. W. Sijthoff, 1966), pp.32-41; 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Correcting the Preamble to the Agreement of 28 July 1950 Regarding

Expenditures by Forces under the Command of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Armed

For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Pusan, 3 and 5 September 1950,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140 (1950), p.68.
189) F. Seyersted, supra note 188, pp.32-41.

190) ibid.
191) UN Doc. A/CN.4/637/Add.1, p.11, para.5.

192) UN Doc. A/CN.4/545 (2004), p.17.

193) UN Doc. A/51/389 (1996), p.6, para.17.

194) M. Zwanenburg, supra note 1, pp.38-39.
195) Bulletin 32 (1993), Cited in BverfGE 90; Handelingen Ⅱ (1994-1995). Reprint in M.

Zwanenburg, supra note 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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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4년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지휘 통제(command and control)에 관한 보

고서를 작성하였고196) 그 후 1998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화시켰

다.197) 이를 바탕으로 2008년 DPKO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명령, 지휘 및 통

제’에 관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98) 동 정책 보고서는 유엔평화유지활

동에 대한 유엔의 지휘 통제 구조에 관한 기본원칙과 유엔평화유지활동 전반

에 관한 전략(strategic), 작전(operational), 전술(tactical)상의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파견국이 보유하는 국가

행정적인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199)

이에 따라 오늘날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하여 유엔이 갖는 권한의 유형

은 작전권한(operational authority)으로 정의되고 있다.200) 이러한 작전 권한

은 안보리의 권한 하에서 사무총장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또는

위치에 내에서 안보리로부터 위임된 특정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 지령

(operational directives)을 하달할 수 있는 완전 권한(full authority)을 일컫는

다.201) 접수지국 내에서 유엔 군사령관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하여 작전 통

제(operational control)를202) 포함하여 전술지휘(tactical command) 권한을 갖

는다.203)

한편 유엔은 이러한 ‘작전 지휘 권한’을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최종

권한(ultimate authority)’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196) UN Doc. A/49/681 (1994).

19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Glossary of UN Peace

keeping Terms, DPKO Training Unit (September, 1998).

http://www.un.org/en/peacekeeping/sites/glossary.

19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epartment of Field Support,

“Authority, Command and Control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olicy,

February 2008).

199) ibid., p.3, para.6.
200) ibid., p.3, para.7.
201) ibid.
202) 행정과 군수를 제외한 편성체를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지휘관의 보통 기능으로 시간 또는

위치에 따라 제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하부대(forces assigned)를 지

휘하며 관련된 부대를 전개(deploy)하고 전술통제(tactical control)를 유보하거나 할당하는

권한이다.

203)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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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ICYP에서204) 발생한 헬리콥터 비행 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다.205) 당시 헬리콥터를 이용한 임무는 UNFICYP로 파견된 영국 소속 군대

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유엔은 당시 영국 소속 군대는 유엔의 최종 권한

(ultimate authority)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206) 이러한 ‘최종 권한’의 기준은 피해를 발생시킨 문제의 행위가

사실상 누구의 통제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안보리 또는 총회 결의 및 파견국

간 협정에 따라 최종적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가 중심이 된다.

유엔은 이를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의 지휘 통제 하에 놓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는 유엔에 귀속된다고 간

주해왔다.207)

이러한 입장은 일련의 국가관행에서도 유사하게 반영되어왔다. N .K v.

Austria 사건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을 판단하는데 비엔나 고등법

원은 행위 귀속의 통제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행정법상 ‘기관이론(Organ

theory)’을 원용하였다.208)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골란 고원 지역 유엔

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었는데 원고는 오스

트리아를 상대로 소속 평화유지군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엔나 고등법원은 피해가 발생하던 당시 오스트리아

소속 평화유지군은 실질적으로 유엔의 영향 하에서 행동하였음을 근거로 국

가기관의 지위를 부정하였다.209) ‘기관이론(Organ theory)’에 따르면 행위 귀

204) UNEFICYP는 그리스정교를 믿는 그리스계와 이슬람교도인 터키계 주민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1964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창설되었다. 1975년 이래로 유엔 사무총장하의

중재 하에 정치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다. UNFICYP는 아직까지 사이프러스 섬 내 정전감시를 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유엔평화유

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5) UN Doc. A/CN.4/541 (2004), p.17, para.35; Yearbook of ILC, 2004, vol.Ⅱ(Part One),

p.11, para.35, United Nations Juridical Yearbook, 1980, pp.184-185.

206) United Nations Juridical Yearbook, 1980, pp.184-185.
207) UN Doc. A/51/389 (1996), p.4 and p.6, para.7 and para.17; UN Doc. A/CN.4/545

(2004), p.17.

208) N .K. v. Austria, Superior Provincial Court of Vienna (1979), International Law
Report, vol.7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470-474.

20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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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누구의 기관으로서 행

동한 행위가 손해를 야기했는지가 아니라, 조직적인 관점에서 그 행위가 일

어난 당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 행위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

한다.210)

아울러 이러한 입장은 영국의 실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Nissan v.

Attorney-General 사건은 1963년에서 1964년 UNFICYP 중 발생한 피해에 관

한 배상청구 사건이다.211) 사안에서 사이프러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Nissan은 영국 소속 군대의 호텔 점거로부터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영국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212) 이에 대하여 Queen’s

Bench Division에서 Stephenson 판사는 유엔과 사이프러스 간 체결한 협정과

UNFICYP 규정을 바탕으로 영국 소속 평화유지군의 호텔 점거 행위는 유엔

과 유엔 군 사령관의 권한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그들은 배타적으로

유엔군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213) 이러한 입장은 항소법원에서 또한

받아들여졌다. 항소법원에서 재판관 Denning은 당시 영국 군대는 유엔군의

일환으로 유엔 군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의 지위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판결하였다.214)

한편 Behrami and Samarati 사건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에 관해 유엔의 전통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이다. Behrami and Samar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엔의 입장과 유사하게 ‘최종 권한 통제(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를

행위 귀속에 대한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215) 1999년 코소보 지역에서 보스니

210) ibid.
211) N issan v. Attorney-General, Queen’s Bench Division, 17 February 1967, M.

Zwanenburg, supra note 1, p.94.

212) United Nations Juridical Yearbook, 1969, p.242.
213) N issan v. Attorney-General, Queen’s Bench Division, 17 February 1967, The Modern

Law Review, vol.34, no.2 (1971), p.127.
214) N issan v. Attorney-General,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9 June 1967,  The

Modern Law Review, vol.34, no.2 (1971), p.127.

215)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supra not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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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전 중 NATO의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 및 재산상 손실과 관

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회부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인

권재판소는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및 장소적 관할(ratione loci)이 없

음을 들어 소의 허용성을 부인해왔다.216) 비록 Behrami and Samarati 사건

또한 결과적으로 각하되었으나 그러한 논란 속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의

귀속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일정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안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코소보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

던 KFOR(코소보평화유지군) 및 UNMIK(유엔코소보임시행정부)의 작위 또

는 부작위가 유엔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KFOR은

NATO가 주도하였지만 유엔은 안보리 결의 제1244호를 통해 KFOR를 국제

주둔군(international security presence)로 승인하였다.217) 원고 Behrami는

NATO 공습 당시 사용되었던 불발탄(Cluster Bomb Units, 이하 CBUs)이

폭발하면서 사망한 아들 Gadaf와 중상을 입은 아들 Bekim으로 인해 입은 피

해에 대하여 ECHR 제2조(생명권)의 위반을 근거로 프랑스를 상대로 배상청

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18) 한편 Ruzhdi Samarati는 KFOR 사령관

(COMKFOR)에 의해 자신이 불법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 ECHR 제5조(자유

와 안전을 향유할 권리),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조의 위반을 근거로 KFOR의 파견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19)

Behrami는 CBUs를 제거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KFOR 행위에 대한 책

p.38, para.133.

216) Bankovic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 case, No. 52207/99, ECHR Decision

(2001); Kasumaj v. Greece, No. 6974/05, ECHR Decision (2005); Gajić v. Germany, No.
31446/02, ECHR Decision (2007).

217)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supra note 35,
pp.128-141, paras.128-143.

218) ibid. pp.19-20, para.61-62.
2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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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당시 그 지역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던 프랑스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Samarati 또한 그에 대한 구금명령은 최종적으로 KFOR의 파견국

인 프랑스, 독일 및 노르웨이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하고 있던 군대의 파견국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220)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코소보 지역 내 안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KFOR의 권한

과 민간행정에 관한 UNMIK의 권한은 안보리 결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라고 판단하였다.221) 이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는 당시 KFOR에 대한 ‘최종

권한 통제’는 유엔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222) 이에 따라 KFOR에

대한 NATO의 권한은 유엔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 당시 작전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었음을 언급하였다.223) 한편 KFOR과 달리

UNMIK는 헌장 제24조에 따른 안보리의 역할로부터 제7장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이라는 점에서 UNMIK의 행위는 유엔에 귀속됨을 판단하였다.224)

결과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KFOR 및 UNMIK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모두

유엔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225)

이를 바탕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은 헌장 7장상 안보

리 결의에 따라 창설되는 유엔의 고유한 영역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음을 판결하였다.226) 또한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유엔의 근본적 임무이기 때문에 본 재판소가 당사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유엔의 핵심 임무를 달성을

방해하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27)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당시 비판적 지적을 받기도 했

220) ibid., pp.23-24, para.23-24.
221) ibid., p.37, para.130.
222) ibid., p.38, paras.133-134.
223) ibid., p.40, para.140.
224) ibid.
225) ibid.
226) ibid., pp.41-42, para.149.
2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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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제위법행위의 귀속에 관한 책임문제를 유엔 조직법

적(institutional law) 문제로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228) 행위 귀속

에 대한 기준으로 DARIO 제5조(2004년 초안)상의 ‘실효적 통제’ 기준을 ‘최

종 지휘 통제’를 잘못 원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229) ‘최종 지휘

통제 기준’은 안보리 및 총회 결의 및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당사자 간

체결한 협정을 근거로 행위 귀속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로

인해 유엔평화유지군이 소속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992년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UNOSOM)230)은 이러한 ‘최종 지휘

통제’ 기준의 폐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소말리아는 정치적

대립이 격심해진 상황에서 반정부세력(SNA)의 공격에 따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안보리는 1992년 4월 24일 제751호 결의를 통해 소말리아

내 정전감시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UNOSOM Ⅰ를 설치하였다.231) 1992

년 12월 3일 안보리는 제794호 결의를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필요한 모든 수

단을 사용하여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232) 이에 따라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미국을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는 UNITAF(Unified Task Force)가 설치되었으며 UNITAF

는 미국 주도 하에 24개국이 참여한 다국적군대로 구성되었다.233) 그 후

1993년 안보리는 제814호 결의를 통해 소말리아 전역으로 평화유지활동의 범

위를 확대하기 위한 UNOSOM II를 설치하였고, UNITAF에서 전환된 병력

이 합쳐졌다.234) 당시 소말리아에서는 UNOSOM II를 비롯하여 미국의

228) A. Sari, supra note 81, p.164.

229) ibid., pp.159-162.
230) UN. Doc S/1994/653 (1993).

231) UN Doc. S/RES/751 (1992)

232) UN Doc. S/RES/794 (1992).

233)<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past/unsom1backgr1.html>(2014.7.17. 최종
방문)

234) UN Doc. S/RES/814 (1993).



50

Quick Reaction Force(QRF)와 United States Rangers(USR)가 함께 이루어

졌다.235) 유엔 주도와 유엔 승인의 활동이 동시에 혼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UNOSOM 내에는 지휘 통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임무 수행 중 UNOSOM은 유엔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파견

국의 지시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받은 점이 확인되었다.236) 이탈리아, 인

도, 프랑스 군대는 유엔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특히 이탈리아 군대는

유엔의 지휘 계통을 여러 번 위반함에 따라 유엔은 이탈리아 지휘관의 송환

을 요청하기도 하였다.237) 또한 대부분의 파견 부대들도 유엔 사령관으로부

터 지시를 받을 때마다 본국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다.238) 이에 따라 유엔은

UNOSOM II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행사하지 못했으며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사실상 유엔의 지휘 통제 밖에서 이루어졌다.239) 그러나

현 유엔의 지휘 통제 원칙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또한 복잡한 문제로 남겨지게 된다.

한편 ‘사실상 통제(factual control)'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적 통제’ 기준은 이

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실효적 통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는 N icaragua 사건에서 행위 귀속의 기

준으로 처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사안에서 ICJ는 콘트라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기 위한 통제 기준으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제시하였

다.240) ICJ는 ‘실효적 통제’의 의미를 미국이 당시 콘트라에게 직접적으로 위

235) UN Doc. A/CN.4/637/Add.1, p.11.

236) UN. Doc S/1994/653 (1993), p.45, para.243.

237) J. Hillen, Blue Helmets: The Strategy of UN M ilitary Operations, 2nd edition
(Brassey's, 2000), p.205.

238) ibid.
239) UN. Doc S/1994/653 (1993), p.45, para.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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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강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241) 당시 판결에

서 ‘실효적 통제’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및 부연설명을 제시되지 않았다. 그

후로 행위의 귀속기준으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되어 왔다.242)

아직까지 국제법상 ‘실효적 통제’의 개념은 명백하게 정착되고 있지 않

다. 이와 관련하여 ‘실효적 통제’의 의미를 ‘법적 통제(legal control)'로 보는

입장,243) 모든 구체적인 정황과 특정한 문맥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실상 통제

(factual control)’라는 입장,244) 그리고 ‘작전상 통제(operational control)’라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DARIO 제6조(2011년 초안 제7

조)에 관한 의견에서 ‘실효적 통제’는 ‘최종 통제(ultimate control)’보다는 ‘작

전상 통제(operational control)’로 해석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245) Bothe와

Condorelli를 포함하여 국제법 협회(ILA) 국제기구 책임 위원회(The

Committee on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실효적 통제’

를 ‘작전 지휘 통제(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로 언급하기도 하였

다.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DARIO 상의 ‘실효적 통제’의 의미는 ‘사실상

통제(factual control)’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47) 행위 귀속의 통제 기준

으로서 ‘실효적 통제’는 형식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최종 지휘 통제’와 상

24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 icaragua, supra note 183,
pp.62-65, paras.109-115.

241) ibid.
242) M. Hirsch, supra note 30, p.64; T. Dannenbaum, “Translating the standard of

Effective Control into System of Effective Accountability: How Liability should be

Apportioned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Members State Troop Contingents

Serving as United Nations Peacekeeper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1

(2010), pp.156-157.

243) 중국, UN Doc. A/C.6/59/SR.21 (2004), p.8, para.43.

244) 영국, UN Doc. A/C.6/64/SR.16 (2009), p.5, para.22.

245) 독일, UN Doc. A/CN.4/646 (2011), p.14.

246)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book of ILC, 2011, p.22.

247) M. Hirsch, supra note 30, p.64; T. Dannenbaum, supra note 242,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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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엔은 그 동안 이러한 ‘실효적 통제’ 기

준을 유엔 주도 활동과 유엔 승인 활동을 구분하는데 적용시켜왔으며248) 사무

총장은 유엔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휘 통제를 하는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에서 책임의 분배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249) 이와 관련된 유럽인권

재판소의 대표적인 판례로는 Al-Jedda 사건이 있다.250)

이는 2003년 유엔의 승인 하에서 영국과 미국 주도의 이라크 군사 활동

중 영국 군대의 불법 감금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군대의 위법행위 귀속 판단 기준으로 ‘실효적 통제’를 원용하였다.251) 본 사

안에서 원고 Al-Jedda는 이라크에서 영국 군대에 의해 약 3년 간 불법 감금

된 것이 대하여 유럽인권협약 제5조(자유와 안전을 향유할 권리)의 위반을

근거로 영국을 상대로 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하였다.252) 이에 대하여 유럽인

권재판소는 유엔은 영국 군대의 감금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통제 권한

(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 및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도 행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행위는 영국에 귀속됨을 판결하였다.253)

그러나 아직까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

위의 귀속 판단 기준으로 ‘실효적 통제’가 원용된 실행은 찾아볼 수 없으

며254) 최근 2013년 네덜란드 항소법원에서 다루어진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본 사건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엔의 전통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였으나255) 그 후 헤이그 항소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였다.256) 헤이그 항소법원은 ‘실효

적 통제’를 판단하는데 누가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였는지 뿐 아니라 그러한

248) UN Doc. A/CN.4/637/Add.1 (2011), p.13, para.2.

249) UN Doc. A/51/389 (1996), p.4, para.17.

250)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no. 27021/08, ECHR Decision (2011).

251) ibid., p.49, para.84.
252) ibid., p.38, para.59.
253) ibid., p.49, para.84.
254) UN Doc. A/CN.4/637/Add.1 (2011), p.13, para.3.

255)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4.9.

256)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 200.020.174/01, The Hague Court of Appeal (2011),
para.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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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가 없었다면 관련 행위를 방지할 권한(power to prevent)이 있었는지 또

한 고려하였다.257)

이와 같이 ‘실효적 통제’는 구체적인 사실 정황을 바탕으로 누가 실질적

인 통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지휘 통제’ 기준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며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통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이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이 ‘Blue Helmet’을 착용하고 안보리로

부터 위임받은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특정한 행위에 대해 파

견국이 ‘실효적 통제’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유엔과 파견국에 이중

귀속 될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지휘 통제 구조를 살펴보면 실질적으

로 유엔과 접수국 상황에 따라 작전 지휘권은 유동적이라는 점, 파견국 또한

개별적 사안마다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엔평화유지군 행위가 유엔과 파견국에 이중 귀속되는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Gaja는 2004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제2차 보고

서에서 국제법상 행위는 반드시 배타적으로 단일한 주체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으며 두 국가가 설립한 합동기관(joint organ)의 행위는 이중 귀속될 수 있

음을 지적하면서 국제기구의 행위는 국제기구 및 복수의 국제기구 회원국에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258)

2011년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헤이그 항소법원은

‘이중귀속 또는 다중귀속(dual or multiple attribution)’을 긍정적으로 검토하

였다.259) 헤이그 항소법원은 하나 이상의 집단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실효

257) ibid.
258) “UN Doc. A/CN.4/541 (2004), p.3, paras.6-7.

259)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56, par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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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행위가 복수의 주체에 다중 귀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유엔과 파견국에 이중 귀속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260) 이는 과거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 주체가

유엔에 제한되어온 입장으로부터 벗어나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책임과 공동위법행위의 책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책임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

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한 네덜란드

판례인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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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파견국의 국가책임과 공동위법행위의 책임

제1절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책임 관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국가와 회원국의 책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 문제는 국제기구 전반의 책임 문제 중 세분화

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되어왔으며 ILC 작업반 또한 이

는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주제 중 논쟁이 되는 쟁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

도 하였다.261) 그 동안 국제사회는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262)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된 것은 회원국의 개입에 따른 국제기구의 자율성

침해 문제였다.263) 만약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이 책임을 부담하

게 될 경우,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기능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

다.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내 많은 학자들은 국제기구

의 책임은 국제기구가 향유하는 독립적인 법인격(separate legal personality)

261) UN Doc. A/CN.4/L.622 (2002), p.6, para.17.

262) C. Ryngaert, and H. Buchanan, supra note 63, p.136; Ryngaert, C., “The

Responsibility of Members States in Connection with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sessing the Recent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0 (2011); M. Zwanenburg, supra note 1, p.82; C.
Amerasinghe, “Liability to Third Parties of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actice, Principle and Judicial Preceden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5 (1991) p.278.

26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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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상의 의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책

임은 원칙적으로 국제기구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264) 따라서

국제기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설립헌장 및 조약에서 회원국

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마련되어있거나 별도

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회원국은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기구와

경합적으로 혹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

다.265) 그러나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특정

규범이 없다고 해서 회원국의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어왔다.266) 이에 대해 Gaja는 국제기구의 행위

에 대하여 국제기구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곧 회원국가의 책임을 자동적으

로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

국가의 책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67)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국제법상 개인이 국제기구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자발적인

의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권리 구제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원국을 면제시키는 것은 그 행

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rsch는 국제기구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를 부인하거나 배상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원국이 국제기구의 활동에 따라 혜택을 얻는 반면

그로 인해 야기된 손실에 대한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 및 효율성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268)

264)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vol.66, no.2, 1995, p.244.

265) C. Amerasinghe, supra note 88, pp.405-446.

266) M. Zwanenburg, supra note 1, p.82.
267) UN Doc. A/CN.4/541 (2004), p.15, para.31

268) M. Hirsch, supra note 30,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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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해왔다.269) 또한 DARIO 제5장에서는 이

러한 쟁점들을 반영하여 국제기구와 국가 간 특정한 관계가 인정될 경우 국

제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제5장은 국가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를 원조하였을 경우(제58조),

지시 및 통제하였을 경우(제59조), 무력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를 하였을 경

우(제60조), 국제기구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을 경우

(제61조)에 한하여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파견국이 유엔에 대해 국제위법행위를 지

시 및 통제 하거나 무력 또는 협박에 의해 국제위법행위를 행하도록 강제하

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반면 파견국이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접수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원조 또는

지원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58조는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제58조에 따라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행위를 원조하거나 지원한 국가 자신도 국제법상 구속되는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는 ‘국제위법행위를 범하는데 대한 원조

또는 지원’에 관한 DARS 제16조와 유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270)

유엔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그 동안 유엔의 광범위한 책임을 부

담해왔으며 파견국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정

치적인 이유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유엔의 책임 원칙을 고수해왔

다.271)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하여 파견국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파

견국의 부담을 증가시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율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269) A. Stumer, “Liability of Member States for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considering the Policy Objection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8 (2007),
pp.579-580; M. Hirsch, supra note 30, pp.169-178.

270)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book of ILC, 2011, p.91.

271) UN Doc. A/CN.4/637/Add.1 (2011), p.14, par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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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272)

그러나 유엔 중심의 배상책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접수국 피

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는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쟁점에 따라 헤이

그 지방법원, 헤이그 항소법원, 네덜란드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

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2절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판결분석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계-세르비아 군대에 의한 스레브

레니차(Srebrenica) 대학살과 관련하여 피난민들에 대한 네덜란드 군대의 강

제 퇴거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스레브레니차 대학살과 관련하여 과거 구유고

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 ICTY)에서 두 차례 다루어졌

으며273) 또한 2007년 ICJ에서 다루어 진 바 있다.274) 한편 2008년 스레브레니

차 대학살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대변하는 ‘Mothers of Srebrenica’ 협회는 유

엔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헤이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엔이 향유하는 면제특권은 그 어떤 국제규범보다

우선되며 국제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

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장을 배척하였으며275) 이는 헤이그 항소법원

272) M. Hirsch, supra note 30, p.77.
273) P rosecutor v. Karadžić, IT-98-33-A (2009); P rosecutor v. M ladić, IT-09-92-1

(2011).

274)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 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ICJ 2007.

275) Mothers of Srerenica v.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Nations, no. 295247/ HA
ZA 07-2973, District Court of Hague, The Netherlands (2008), pp.9-11, paras.5.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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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법원에서도 지지되었다.276)

그 후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헤이그 항소법원과 네

덜란드 대법원은 네덜란드 군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

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하

여 파견국의 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던 전통적인 입장에 반기를 든 첫 국내

법원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77) 다음에서는 본 사안의 배경에 대하

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과 헤이그 지방법원, 헤이그 항소법

원,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의 귀속과 위

법성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안의 배경

1992년 3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에 이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분리 독립을 막으려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세력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유엔 안보리는 1992년 6

월 8일 UNPROFOR에 대한 책임 지역을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로 확대하였고278) 1993년 4월 16일 보스니아 동부에 위치한 스레브레니

차를 안전지대(safe area)로 선포하고 보스니아-세르비아 군대의 철수를 요

276) Mothers of Srebrenica v.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Nations, no.
200.022.151/01, Court of Appeals of The Hague, The Netherlands (2010), p.6, para.5.1;

Mothers of Srebrenica v.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Nations, no. 10/04437,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2012), p.6, para.4.2.

277) A. Nollkaemper, "Dual Attribution: Liability of the Netherlands for Conduct of

Dutchbat on Srebrenica", Amsterdam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no.11 (2011)
pp.19-20; B. Boutin, “Responsibility of the Netherlands for the Acts of Dutchbat in

Nuhanović and Mustafić: The Continuous Quest for a Tangible Meaning for ‘Effective

Control’ in the Context of Peacekeeping”,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
(2012), p.523.

278) UN Doc. S/RES/758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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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279) 1993년 6월 4일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안전지대의

공격 저지, 민간인 보호 등으로 UNPROFOR의 위임명령(mandate)을 확대하

였고 자위적 차원에서 안전지대의 공격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280)

1993년 11월 12일 네덜란드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에 공군부대(Airborne Brigade of the Royal Netherlands Army)를 파

견하였고281) 네덜란드 군대(Dutch battalion)는 UNPROFOR의 통제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282) 네덜란드의 주요 부대는 스레브레니차 지역에 주둔하

였고 단위부대(Dutchbat unit)는 포토차리(Potocari)에 머물렀다.283) 1995년 7

월 11일 스레브레니차는 Mladić 사령관이 이끄는 보스니아계-세르비아 군대

에 의해 점령되었고, 네덜란드 군대는 포토차리(Potocari)에 위치한 네덜란드

부대주둔지(compound)로 철수하였다.284) 이 과정에서 5,000명 이상의 피난민

들은 네덜란드 부대주둔지로 대피하였으나 많은 인원이 수용되기는 어려웠

다.285) 이에 따라 네덜란드 군대는 피난민의 일부를 퇴거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네덜란드 군사령관 Karremans는 Mladić 사령관과 협상

을 통해 피난민들의 보호와 자신들의 철수를 논하였다.286)

279) UN Doc. S/RES/819 (1993).

280) UN Doc. S/RES/836 (1993).

281)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2.7.

282)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12/03324/LZ TT,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2013), para.3.2. 당시 네덜란드 군 사령관은 Colonel Karremans, 부 사령관은 Major

Franken, 프랑스 장교 Gobillard는 UNPROFOR의 부 사령관(Deputy Commander)이었으며,

Nicolai는 네덜란드 여단장(Dutch Brigadier)으로서 네덜란드 정부와 연락망을 담당하고 있

었다.

283)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2.8.
284) ibid., para.2.9.
285) ibid,. para.2.11.
286) 1995년 7월 11일 네덜란드 여단장 Nicolai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 Voorhoeve에 피난민

을 퇴거시키는 방법 밖에 없음을 알렸고, Voorhoeve는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같은 날

UNPROFOR 부 사령관 Gobillard는 네덜란드 사령관 Karremans에 피난민과 민간인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Karremans는 Mladić 사령관과 세 차례

의 협상을 통해 피난민들의 보호와 자신들의 철수를 논하였다. Karremans은 Mladić 사령

관과 합의를 통해 부상자, 여성 및 아동과 네덜란드 군대를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을 합의했다. 그 후 Voorhoeve는 UNPROFOR에게 대피와 관련하여 어떠한 남성에게도



61

원고 Hasan Nuhanović는 유엔 군 감시단(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s, 이하 UNMO)의 통역사로 유엔의 직원이었다. 당시 그는

UNPROFOR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287) 스레브레니차가 보스니

아계-세르비아 군대로부터 점령되자 그의 부모(Ibro와 Nasiha)와 동생(Muhamed)

은 네덜란드 부대주둔지로 도피하였다. Nuhanović은 유엔의 직원이었기 때문

에 유엔허가증(UN-pass)을 부여받았으며 그에 따라 네덜란드 군대와 철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288) 한편 부친 Ibro 또한 Mladić과의 협상을 추진

했던 민간위원회(civil committee)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유엔허가증(UN-pass)을

부여받았다.289) Nuhanović은 여러 차례 동생 Muhamed를 보호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Muhamed는 강제로 퇴거되었다.290)

그 과정에서 유엔허가증을 받았던 부모 또한 함께 강제 퇴거되었으며 보스니

아계-세르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291) 이에 원고 Nuhanović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지 않고 강제 퇴거시킨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위법하며

가족의 사망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2006년 5

월 8일 헤이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2. 준거법의 판단

원고는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로 인한 가족의 사망에 대하여 그가 입은

손해와 장래에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292) 원고는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데 그 준

특별한 대우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56,
paras.2.15-2.24.

287) ibid., para.2.13.
288) ibid., para.2.28.
289) ibid., para.2.29.
290) ibid., para.2.15.
291) ibid.
292) ibid., par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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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을 원용하였다. 국내법상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내법과 네덜란드 민법(Civil code)과 국제법상 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유럽인권협약)을 원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원고는

국제사법 상의 불법행위지법(Lex loci delicti)에 따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채권법을 주된 준거법으로 삼았다.293)

반면 네덜란드 정부는 본 사안에서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294)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

덜란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295)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군대에

대한 위임명령(mandate)은 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것이라

는 점에서 본 사안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임을 언급하였

다.296) 이에 따라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에 귀속에 대

한 준거법은 국제법이 되어야 하며 동 행위는 유엔에 귀속됨을 주장하였

다.297)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이 원용되

는 경우는 직무 수행으로부터 벗어나(off-duty) 사적인 영역에서 행한 행위

로 제한되어야 하며298) 네덜란드 군대는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직무

를 수행하는데 실패한 것이므로 동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99)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채권법 및

네덜란드 민법과 같은 국내법은 준거법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반면 헤이그 항소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수용하여 국제사법 상 불법행위

지법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내법을 원용하였다.300) 아울러 헤이그 항소

법원은 국제법상 근본 규범에 속하는 생명권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관한

29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채권법(Zackon o obligacionim odnosima)은 1978년 유고슬라비

아에서 발효되었다.

294)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4.6

295) ibid.
296) ibid.
297) ibid.
298) ibid.
299) ibid.
300)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56, paras.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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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은 보편타당한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준

수해야 하는 규범이며 “국가가 체약국인 조약의 규정은 국내법의 일부를 구

성하고 직접적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

법 제3조에 따라 점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6조와 제7조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함을 판시하였

다.301)

3. 실효적 통제와 행위의 귀속판단

원고는 “정부는 군대에 대해 최고 권한(supreme authority)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네덜란드 헌법 제97조 2항에 근거하여 원고는 네덜란드

군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최종 통제(full command)’는 네덜란드 정부

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다.302) 따라서 네덜란드 군대에 대한 국가의 ‘작전 지휘

통제(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는 유엔에 이양된 것이 아니며 당시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유엔의 지휘 구조를 벗어난 것으로 네덜란드는 정부

는 군대에 대하여 형식적 및 실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

다.303)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군대는 대한 행정(administrative), 군수(logistic)에 대한 권

한을 제외하고 작전 지휘 통제(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 권한은 유

엔에 이양되었으며304)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유엔의 지휘 통제 내에 있었

음을 주장하였다.305)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군대를 보스니아-헤르체고

301) ibid.
302)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3.2.6.

303) ibid.
304) ibid., para.4.9.
305) ibid., para.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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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로부터 철수시킬 수 있는 네덜란드의 최종 권한과 스레브레니차로부터

UNPROFOR을 대피시키도록 한 유엔의 권한과는 구분되어야함을 지적하였

다.306) 따라서 본 사안에서 네덜란드 군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UNPROPFOR의 직무 수행 중의 행위로 간주되며 직무 중 발생한 네덜란드

군대 구성원의 중과실이나 감독의 부주의에 따른 결과는 유엔에 배타적으로

귀속됨을 판단하였다.307) 이는 유엔평화유지군 개인의 중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유엔은 파견국에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는 MOU와 대비되는 것으로,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엔평화유

지군의 행위에 대하여 유엔은 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헤이그지방법원은 국가가 소속 군대에게 유엔의 명령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무시하도록 지시한 점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유엔의 지휘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308)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 군대는 유엔과 네덜란

드의 병행지시(parallel instruction)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네덜란드

군대 행위가 유엔의 지휘 통제 구조로부터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충분

한 근거가 없음을 판시하였다.309) 결과적으로 헤이그 지방법원은 피난민의

퇴거 당시 네덜란드 군대 행위는 사실상 근거 하에 배타적으로 유엔에 귀속

되며 네덜란드 군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판시하였다.310)

한편 헤이그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형식적으로 접근하였던 기준으로

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본 사안을 판단하였다. 헤이그 항소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을 받아들여 네덜

란드 군대의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는 지휘 통제 기준이 아니라

306) ibid., para.4.10.
307) ibid., para.4.13.
308) ibid., para.4.14.1.
309) ibid., para.4.14.5.
3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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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O 제7조상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판

시했다.311) 이러한 입장은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위를 DARIO 제6조에

따라 유엔의 기관으로 제한하고 유엔의 지휘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중심으로 판단해왔던 전통적인 입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헤이그 항소법원은 실효적 통제를 파악하는데 누가 특정한 행위를

지시 하였는지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면 관련 행위를 방지할 권한

(power to prevent)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였다.312) 이를 바탕으로 항소법원은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실효적 통제’를 한 경우, 동일한 행위는 다중에게 귀

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13)

헤이그 항소법원은 본 사안은 유엔의 일반적 지휘 하에 놓인 군대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피난민의 퇴거 결정은 사실

상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고위직 장관 Van den Breemen 및 Van Baal과

UNPROFOR 사령관 Janvier 간의 상호 협상을 통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314)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피난민의 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

밀한 관여를 했다는 점,315) 피난민의 퇴거 결정은 네덜란드 군대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당시 네

덜란드 군대에 대하여 국가는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었음을 판시하였다.316)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군대는 헌장 제7장에 입각하

여 안보리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유엔 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행위

귀속에 대한 근거는 DARIO 제7조가 아닌 제6조가 되어야 한다고 상고했으

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을 배척했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행위 귀속의 기준은 DARIO 제7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유

311)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56, para.5.8.
312) ibid., para.5.9.
313) ibid.
314) ibid., paras.5.10-5.12.
315) ibid..
316) ibid., para.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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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의 지휘 구조 내에서 소속 군대에 대하여 국가가 갖는 규율 권한이나 형사

관할권과 같은 조직법적 권한(organic command)은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

하는데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317) 대법원은 ‘실효적 통제’는 유엔

의 지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특정한 지시를 했거나 개별적으로 작전 지

휘(operational command)를 한 점이 반드시 확인될 필요는 없으며 사실정황

과 특정한 문맥을 바탕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상 통제(factual

control)’로 제시하였다.318) 이에 따라 국가가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의 퇴거 결

정에 긴밀한 관여를 한 점, 군대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통제를 행사

한 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소속 평화유지군에 대한 네덜란드의 ‘실효적 통제’를 인정하였다.319)

4. 위법성의 판단

원고는 가족의 사망과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충분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채권법 및 생명권 및 고문과 비인도적 대

우 및 처벌의 금지에 관한 인권조약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다.320) 또한 국

제법상 유엔으로 국가의 권한이 이양된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당해 국가를 체

약국으로 하는 국제인도법과 인권협약 상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321)

자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에 따른 근본적 규범의 위반에 대하여 네덜

란드 정부는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322) 또한 “수인(數人)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연대하여(joint and several)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채권법 제206조에 따라 유엔의 배

317)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82, paras.3.10.2-3.11.3.
318) ibid.
319) ibid., paras.3.12.2-3.12.3.
320)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s.3.2.4-3.2.6.

321) ibid.
3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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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국가책임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323)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권한의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인권협약의 체약 상 의무에 구속받지 않음을 지적

하였다.324) 또한 본 사안에서 헌장 제25조상 안보리 결정을 수락해야 할 회

원국의 의무와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체약상의 의무의 문제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25)

헤이그 항소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내법과 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임을 판시하였다.326) 유

엔과 네덜란드 간 합의한 피난민 퇴거결정은 보스니아계-세르비아 군대의 공

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피난민들을 강제 퇴거시켜도 된다고 합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원고의 동생을 의사에 반

해 강제 퇴거시킨 점, 퇴거 당시 보스니아계-세르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한 점, 유엔허가증을 부여하여 보호할 수 있었

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 보호명단에 있던 원고의 부모를 강제 퇴거시킨 점에

서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는 생명권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관한 인권조약

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27) 아울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채권법의

손해배상의 일반규정에 관한 제154조328) 및 제171조 1항에 따라329) 국가로부

터 고용된 군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배

상책임이 있으며330) 제155조에 따라331)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323) ibid., para.3.2.8.
324) ibid.
325) ibid., para.4.12.3.
326)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56, para.6.3.
327) ibid., paras.6.11-6.18.
328) 제154조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다. 제154조 1항은 타인에게 손해 및 손실

을 야기한 자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29) 제171조 1항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또는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기업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30)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47, para.6.20.

331) 손해 또는 손실은 재산의 감소, 재산 증가의 방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손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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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와 장래에 대하여 입을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332)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위법성의 쟁점과 관련하여 소속 군대의 행위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조 및 ICCPR 제2

조 1항에 따라 관할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333) 생명권과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3조와 ICCPR 제6조 및 제7조는 위법

성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음을 상고하였다.334)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대법

원은 네덜란드 법원조직법(Judiciary Organization Act) 제79조(파기의 원인) 1항

(b)에 따라33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채권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판단할 수 없으나336)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제1조 상

관할권은 체약국의 영토 내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 영토 밖에서 관

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33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인권이사회는 체약국은 해

당 국가의 영토 내에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내에 있는 그 누구에 대하여도 규약 상의 모든 권리가 존중되고 확

보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소속 군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평화

강제 활동으로 배치되는 것과 같이 영역 밖에서 행동하는 체약국 군대의 권

한이나 실효적 지배 내에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

다.338)

유럽인권재판소는 1999년 코소보 내전과 관련하여 NATO의 공습으로

한다.

332)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56, para.6.20.

333)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82, paras.3.17.2-3.17.3.

334) ibid.
335) 네덜란드 법원조직법 제79조 1항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을 위반

한 법률행위, 판결, 그리고 명령을 파기할 수 있다. 단, 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36)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82, para.3.15.5.

337) ibid., paras.3.17.2-3.17.3.
338) UN Doc. CCPR/C/21/Rev.1/Add.13 (2004), p.4, par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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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제기된 배상청구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의 역외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

으나339) 거주민의 영역에서 체약국의 실효적 영토 지배(effective territorial

control)가 행사된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의 역외적용을 허용해왔다.340) 대표

적으로 Loizidou v. Turkey 사건에서341)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 인권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해볼 때 국가 영역 밖에서 이뤄진 군사 활동(적법하든

위법하든지간에)일지라도 체약국의 ‘실효적 통제’ 하에서 이뤄졌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체약국은 책임이 있으며 유럽인권협약 상 권리 및 자유를 확

보할 의무는 그 지역에 대하여 직접적 통제(무력군대를 통해서든 하부 지방

행정부를 통해서든)를 행사했다는 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

다.342) Cassese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국가는 자국의 영역

뿐 아니라 영역 밖에서 일정한 국가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 인권을 존중할 의

무를 부담하며 권한행사의 유형에는 입법, 법집행, 행정적 권한 뿐 아니라 무

력충돌에 대한 군대의 사용 또한 포함된다.”라고 언급하였다.343) 본 사안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파견되는 군대

339) Bankovic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 case, No. 52207/99, ECHR Decision

(2001), Kasumaj v. Greece, No. 6974/05, ECHR Decision (2005), Gajić v. Germany, No.
31446/02, ECHR Decision (2007). 코소보 내의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간의 내전이 심각해지

자 NATO는 이에 개입을 하게 되었다. NATO는 세르비아 RTS(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

크)가 운영하는 방송국을 공격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피해자

유가족은 NATO 회원국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의 영토 외 관할권 행사는 예외적임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40) Cyprus v. Turkey, No. 25781/94, ECHR (2001), p.20, para.76; Loizidou v.
Turkey(Preliminary Objection), No. 15318/89, ECHR (1995), p.18, para.62; Issa and
Others v. Turkey. No. 44587/98, ECHR (2004), p.21.

341) 사이프러스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사이프러스 주민은

다수의 그리스계와 소수의 터키계로 구성되어있다. 1974년 그리스계 주민들이 사이프러스

를 그리스로 합병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키자, 터키는 군대를 파견하여 북부 사이프러스를

점령하고 북사이프러스 터키공화국(The Turkish Republic of Nothern Cyprus, 이하

TRNC)를 선포했다. 이러한 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사건에서 Loizidou는 TRNC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터키가 점령한 이래로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

다. 이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 제1조 ‘재산의 보호’에 근거하여 터키를 상대로 유

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342) Loizidou v. Turkey(Preliminary Objection), no.15318/89, ECHR (1995), p.18, para.62.

343) A.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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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의 지역인 접수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반영하여 네덜란드는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인권협약 상 권리를 확보해야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음

을 판시하였다.344)

5. 판결의 의의

이상에서는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에 관한 헤이그 지방법

원, 헤이그 항소법원, 그리고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기존의 유엔의 실행이나 국가관행에 유사하게 판결한 헤이그 지방법원과

달리 헤이그 항소법원은 유엔평화유지군의 법적 지위와 행위 귀속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입장은 기존의 유엔의 실행이나 국

가관행, 국제법원의 판결과 비교해볼 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판결이다. 헤

이그 항소법원은 그 동안 DARIO 제6조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위를 판

단하였던 전통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DARIO 제7조에 따른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였다. ‘실효적 통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ILC가 제시한

‘사실상 통제’ 이외에도 국가가 방지할 권한이 있었는지(power to prevent)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행위 귀속을 판단하고 있

다. 또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이중귀속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유

엔과 국가의 공동책임 논의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그 동

안 ‘유엔의 지휘 통제’라는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던 전통적인 입장으로부

터 벗어나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었던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을 인정한 진보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345)

한편 네덜란드 대법원은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DARIO

상의 구체적인 개별조항들을 원용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인권조약의 역외적

344)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82, paras.3.17.2-3.17.3.

345) A. Nollkaemper, supra note 277, pp.19-20; B. Boutin, supra note 277, 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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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 등의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법자제의 쟁점에 관해 네덜란드 대법원은

Behrami an Samarati 사건에서의 유럽인권재판소와는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Behrami and Samar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엔평화유지활

동은 헌장 상 유엔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346) 그러나 본 사안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사법자제에

관한 근거는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347) 사법자제에

따를 경우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파견 군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실

질적으로 어떠한 평가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자제는 허용될 수 없음

을 판시하였다.348)

과거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접수국 국민은 유엔의

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서만 구제 받을 수 있었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

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는 유엔의 ‘지휘 통제’라는 전통적인 행위 귀속

의 기준에 따라 대부분 유엔에 귀속되어 왔으며 접수국 국민은 유엔평화유지

군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기 어려웠다. 그 동안의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및 장소적 관할(ratione loci)에 따라 각

하되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은 이론적으로

만 논의되어 왔던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국가의 ‘실효적 통제’가 인정

될 경우, 접수국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나아가

유엔과 국가 공동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346)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supra note 35,
p.42, para.149.

347)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supra note 282, para.3.18.3.
3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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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 모색

이상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국의 국가책임 또

한 성립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효적 통제’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가

유엔과 파견국에 이중 귀속될 경우 그에 대한 공동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

법적 근거가 되는 표준 PKO SOFA 및 MOU 상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반영

되어있지 않다. 현 배상책임체제에서 접수국 피해국민은 유엔만을 상대로 배

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유엔과 파견국간 관계에서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 개

인의 중과실 및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파

견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

동의 시스템 내에서 접수국 피해 국민은 파견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배상청

구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중심의

배상책임체제가 작동되고 있지 않고 접수국 피해 국민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는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의 배상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표준 PKO SOFA와

MOU 상의 책임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와

관련된 규정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고 접수국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

적인 법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하여 파견국의 책임이 성립되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파견국에 책임

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유엔을 통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적으로 파견국으로부터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회원국의 파견군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원국

의 참여는 중요하다. 그 동안 유엔이 고수해온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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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의 배상책임원칙 또한 여러 이유 중에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접수국 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

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는 필요하며 앞으로 유엔평화유

지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유엔평화유지

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국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국 군대를 유엔

으로 파견한 후에도 군대로 하여금 접수국 국민을 보호하고 접수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규율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파견국은 유엔평화

유지군에 대한 감시 또는 감독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보다 책임

감을 갖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유엔평화유지활

동의 효율적인 임무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접수국 피해 국민들의 권리를 실

효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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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위법행위에 관한 배상책임

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유엔과

파견국 간 책임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해보았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주요 활동으로 유엔, 회원국, 접수국 간 글로

벌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과거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정전

감시 또는 완충지대 설정과 같은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오늘날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규모가 확장되고 다양한 임무들이 수행됨에 따라 유엔평화유

지활동 중 야기되는 접수국 국민의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안보가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지역에

서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정책이 구비되어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

한 유엔의 배상책임체제 내에는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

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접수국 국민이 배상청구 할 수 있는 제도는 현

지 내에 설치되는 청구심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증가하는 배상청구를

감당하기에는 현 체제 내에는 여러 인적 및 재정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접수국 피해 국민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엔 중심적 배상책임 체제로부터 벗어나 유엔과 파견국 간 책임분배를 통하

여 피해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자신에게

배상책임을 있음을 고수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유엔의 실행 뿐 아니라 국가

관행에서도 지지되어왔다.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파견국의 권한은

유엔에 이양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작전 지휘 통제 권한은 유엔에

게 있음을 전제해왔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파견되는 군대로 구성되는 유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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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지군은 사실상 파견국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유

엔평화유지군을 유엔의 온전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 본 논

문에서는 행위 귀속적 측면에 입각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 배상책임의 주체를

유엔으로 제한하던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유엔, 회원국, 유엔과 회원

국으로 접근하였으며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국가책임 성립

및 유엔과 회원국의 공동책임 성립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현 배상책임 체제를 개관하

고, 유엔의 배상책임 원칙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유엔의 전통적인 입장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유엔의 통제 하에 놓여있는 중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파견국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는 사례가 존재하였으며 형사 관

할권을 포함하여 소속 군대에 대한 규율 권한 및 철수권한은 파견국에 잔존

한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를 유엔에 귀속시키는 원칙에는 문제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

위에 주목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의 귀속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

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11년 제63회기

에서 채택된 제2회독 DARIO 제7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채택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행위 귀속의 통제 기준으로 원용되어왔던 ‘최종 지

휘 통제(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와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최종 지휘 통제’는 접수국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명

령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UNOSOM 및 UNPROFOR 사례와 같이

당시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사실상 누구의 통제를 받았는지를 증명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한편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의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유권 조항

이 되는 DARIO 제7조상 ‘실효적 통제’ 개념은 구체적인 사실 정황과 특정한

문맥을 고려하여 누가 사실상 통제(factual control)를 하였는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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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따라 비록 유엔평화유지군이 ‘Blue Helmet'을 착용하고 안보리로

부터 위임받은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파견국의 ‘실효적 통

제’를 받은 행위는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으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유엔과

파견국에 이중 귀속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효적 기준’에 입각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위

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한 네덜란드 판례인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을 검토해보았다. 본 사건은 그 동안 이

론적으로만 논의되어오던 ‘실효적 통제’ 기준에 입각하여 파견국의 책임을 처

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지방법원,

헤이그 항소법원,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각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전통적인 입장과 유사하게 네덜란드 군대의 행위를

유엔에 귀속시킨 반면 헤이그항소법원은 전통적인 통제 기준을 배척하고 ‘실

효적 통제’ 기준에 따라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네덜란

드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DARIO상 개별조항들을

원용하였으며 행위 귀속의 이외에도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및 사법자제의 쟁

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엔과 파견국의 공동책

임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국제법상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공동책임이 인

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휘 구조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가 유엔과 파견국에 이중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

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

책임은 유엔과 파견국 간 분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유엔평화

유지군이 파견국의 군대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

행위는 ‘통제적 관련성(control link)’에 따라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

서 오늘날 유엔 중심의 배상책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서 유엔

과 파견국 간 배상책임의 분배를 통해 접수국 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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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SOFA 및 MOU상 유엔과 파견국의 책임 분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접수국 피해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접수국 피해

국민이 파견국을 상대로 직접적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

고 유엔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적으로 파견국으로부

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학자들은 파견국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참여율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의 배상책임 원칙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

에 대하여 파견국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국 군대가 유엔으로 파견된

후에도 접수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접수국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율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파견국으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갖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유엔과 파견국

간 균형 있는 관계를 도모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임무 달성과 접수

국 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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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ttribution of the Conduct of Peacekeeping

Forces-

Choi Jee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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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evolved over half a

century as an effective tool for the international bod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 peacekeeping operations are deployed

to conflict zones with the consent of the main parties, and constitute a

unique global partnership between the UN, troop-contributing member

states, and host countries.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traditional UN

peacekeeping operations carried out tasks such as monitoring cease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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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viding buffer zones. However, nowadays, the complexity of UN

peacekeeping missions has increased, and they are assigned various tasks,

such as facilitating political processes, protecting civilians, and promoting

human rights. As UN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dramatically expanded

in size and in the diversity of the tasks undertaken, damage, such as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loss caused by their operational activities,

has also increased. The UN has accept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ir forc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ince the inception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UN established the Local Claims Review Board to deal with

third-party claims, but the body has encountered difficultie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laims being filed by host country national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UN’s finances and personnel, compensation for host

country nationals who have suffered from operations is not being provided

effectively by the Local Claims Review Board. Dividing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between the UN and troop-contributing states

has therefore become necessary. Because UN peacekeeping forces are

composed of state troops contributed by member stat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ttribution of the conduct of UN peacekeeping forces.

Chapter 2 considers the current legal mechanism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principles of attribution of the conduct of UN

peacekeeping forces. As a subsidiary organ of the UN, UN peacekeepers’

conduct can be attributed to the UN in principle. However, in reality, by

having a legal dual status, the UN peacekeeping force can also act under

a troop-contributing country as a state organ in some cases. Chapter 3

examines the attribution of conduct of UN peacekeeping forc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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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7, which was adopted during the 63rd session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June 3, 2011. Article7 suggests an

important legislative control standard–“effective control”–in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conduct of UN peacekeeping forces. Chapter 3 also

compares the control standard of “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and“effective control.” Chapter 4 examines the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case specifically, which is an important jurisprudential case

in that it affirmed the responsibility of troop-contributing state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Chapter 4 considers the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the UN and troop-contributing states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to alloc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UN peacekeeping

operation.

Allocat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between the UN and troop-contributing states would result in more

effective remedies being provided to victims in host countries. In addition,

it would ultimately promote a balance between the UN and

troop-contributing states on the one hand and the efficiency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on the other .

Keywords: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ttribution of conduct, effective control.

Student number : 2012-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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