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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점령’은 당해 영토에 대한 주권을 배제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권원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

였다. 전쟁의 억제와 방지를 위하여 정전론이 정치하게 전개되었던 중세

에 이르기까지도 점령은 ‘정복’(conquest)이나 ‘착취’(exploitation)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통치권(imperium)과 영유권

(dominium)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영토는 군주의 사유재산과 동

일시되었다. 따라서 점령을 통한 주권의 이양에는 당해 영토나 그 국가의

공용재산은 물론 일체의 사유재산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

르러 세력균형의 원칙, 인도주의 사상, 근대적 군사조직의 발전, 민족국가

의 출현 등을 비롯한 정치적․사상적 변화요소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면

서 정복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전통적 점령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점령지

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 관념에 기초한 점령개념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① 점령의 일시성, ② 단순 점령을 통한 주권양도불가

원칙, ③ 점령지역의 현상유지에 기초한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원칙으로 간주되었다.

당초 국제점령법이 최초로 성문화되었던 19세기의 사상적 경향은 자

유방임주의에 기초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성격 역시 제한전의 성

격을 띠었으므로 점령국은 안보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점령지역의

일상생활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제

43조의 보존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

하고 있었다. 즉, 점령국에게는 ‘military necessity’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상 점령지역의 현행법을 존중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차

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성격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변화되고 복지

국가의 출현으로 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면서, 민간주민들의 생존에 대

한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령국에게도 확대된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채택되면서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적극적 의무들이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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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점령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점령

국에게는 현지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보다 확대된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와 같은 변화에 따라 오늘날 국제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기존의 국제인도

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

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점령법의 외

연 확대는 궁극적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

으므로, 국제점령법의 변화는 곧 점령국에 대한 의무의 확대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가속화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의 증가와 이른바

비정규전 내지 비대칭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의 출현은 점령국들이

국제점령법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데 있어 유용한 구실을 제공하였다. 더

욱이 196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2003년의 이라크 점령은 기존의 국제점령법 체계가 여전히 점령

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적 틀로서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같은 ‘장기

적 점령’(prolonged occupation) 양상은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

는 구실이 되었으며, 2003년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출현한 ‘변형적 점령’

(transformative occupation) 양상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을 이루는 보존주

의 원칙이 더 이상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실행을 반영하

는 대안적 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뿐

만 아니라, UN과 같이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는 점령지가 아

니라거나 국제점령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국제기구에 의한 점

령을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과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

은 ‘국제적 영토관리’(ITA)에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점령상태의 존재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실의 문제로

서 점령국에 의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확립되면 족하다는

점에서, 개별 점령국들이 아무리 그 지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국제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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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효성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물론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

령은 물론 국제적 영토관리와 같은 최근의 점령양상이 1907년 헤이그 육

전규칙 입안당시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의

실효적 지배 기준이 충족되는 이상, 점령국은 여전히 국제점령법에 구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기준

이 충족되면 국제기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가 소재국의 명시적이고 유

효한 동의 아래 과도체제를 수립할 경우 그 과도통치기구의 직접적 권한

은 국제점령법이 아니라 소재국의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체결된 협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점령

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

령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유

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점령법은 관련 협정과 안보리 결의가 명

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침을 제공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채택을 통해 국제점령법은 이미 상당

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한계를 부여하였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는 달리,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은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보다 적극적인 의무들을 부과하면서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점령

국에게 부과된 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일정한 경우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조치들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

게 되었다. 점령국에게 특별한 권한의 설정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는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내용을 조정

하고 점령국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국제점령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주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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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점령국에게 확대된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애당초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따라서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과 관련

국제인권법에 따라 확대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국제점령법, 보존주의 원칙, 장기적 점령, 변형적 점령, 국제적

영토관리,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학 번 : 2014-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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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이유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미국 주도 연합국은 Saddam Hussein 정권을 축출시키고 신속하게 이라크

영토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으며, 동년 4월 16일에는 이라크를

임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점령청’(occupant)1)에 해당하는 ‘연합국 임시

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를 설립하였다.2) 그로부터

1)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점령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실체를 가리켜 ‘hostile

army’(제42조), ‘the occupant’(제43조, 제48조, 제49조), ‘a commander-in-chief’(제51

조), ‘the commander in the locality occupied’(제52조), ‘an army of occupation’(제53

조), ‘the occupying State’(제55조)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 규칙

의 입안자들이 전제하고 있었던 ‘점령’은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전시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으로서 ‘적국 군대’가 타방의 적대국 영토를 직접적

으로 통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점령지역에 수립되는 정부 역시 ‘군대’(military)일 것

이 전제되어 있었다. Eyal Benvenisti,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4. 더구나 브뤼셀 선언의 준비자료(travaux
préparatoires)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헤이그 육전규칙의 입안자들은 ‘occupant’와

‘occupying State’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해 전자는 ‘점령군정청’으

로, 후자는 ‘점령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기범, “‘국제점령

법’ 체계에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실효성”, 『국제법평론』, 통권 제40

호(2014), 98쪽. 그러나 동 협약의 채택 이후 점령국들이 괴뢰정권을 수립하거나 기존

의 정부구조를 활용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체계의 수립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오늘날 ‘군정’의 수립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1949년 제네바 제

4협약의 채택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평시 점령’(pacific occupation)

상황에도 국제점령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령체제가 ‘군정’(military

government)인지 ‘민정’(civil government)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Eyal

Benvenisti, op. cit., pp.4-5. 이에 따라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상의 용어를 번역

함에 있어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occupying State’를 ‘점령국’으로, 점령지역에 수립

된 (‘점령국’과는 다른) 독자적 체제를 의미하는 ‘occupant’는 ‘점령청’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이다. 다만,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제4조-제6조, 제30조, 제47조-제61조, 제

61조-제68조, 제70조-제75조, 제78조, 제143조) 및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

서(제14조, 제15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85조)에서는 점령지역에서 권한을 행사

하는 주체를 가리켜 ‘Occupying Power’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맥락에서 입안당시의 의도와 같이 ‘점령국’을 ‘점령청’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점령국’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할 것이다. 점령국이 직

접적인 행정체계의 수립을 회피하는 오늘날의 경향에 비추어보더라도, 1874년 브뤼셀

선언 입안 당시와 같이 ‘점령국’을 ‘점령청’과 엄격히 구별함에 따른 실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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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후인 5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의 ‘점령국’(Occupying Powers)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3) 2004년 7월 28일 ‘이라크 과도정부’로 대체될 때

까지 약 14개월 동안 운용되었던 CPA 주도의 광범위한 체제 전환 과정

을 통하여 이라크는 ‘중앙집권적 독재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헌법에

기초한 ‘민주국가’로 전환되었다.4) 미국과 영국은 애초부터 시장중심의

민주주의 이라크 건설을 점령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CPA

는 2003년 5월 16일자의 규칙(Regulation) 제1호를 통하여 대의제를 위

한 국가 및 지방 기관을 수립하고,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집행․입법 및 사법적 권한”을 행사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5) 실제로 CPA는 그 운용기간 동안 이라크의 법․

정치․군사 및 경제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들을 시행하였다.6)

이라크 점령을 통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개혁조치는 군사점령에 관한 현행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7), 즉 ‘국제점령법’(International

2) L. Elaine Halchin,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Origin,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Author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2370,

2005, pp.11-13.

3) UN Doc. S/RES/1483 (2003).

4)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66-267.

5) CPA Regulation No.1(16 May 2003). <http://bit.ly/2nEb5Ks>(최종검색일 2017.10.25.).

CPA의 공식문건은 Stefan Talmon, The Occupation of Iraq, Vol.Ⅱ: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and the Iraqi Governing Council
(Hart Publishing, 2013); <http://govinfo.library.unt.edu/cpa-iraq/regulations/index.html

#Regulations>(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6)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Iraq Reconstruction, Hard Lessons: The Iraq
Reconstruction Experienc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9), p.326.

7) ‘국제인도법’(IHL)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실무상으로는 기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예컨대, 국방부에서 편찬한 『전쟁법 해설서』(2013), 육군사관학교 군사법 교재인

『군사법원론』(박영사, 2014) 등에서는 ‘전쟁법’(The Law of War)이라는 용어를 보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美국방부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무력충돌법’(The

Law of Armed Confli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Geoffrey S. Corn, et al., The
Law of Armed Conflict: An Operational Approach (Aspen Publishers, 2012),

p.110). 상기 용어들이 사용된 역사적 맥락과 그 강조점에 각기 다소간의 차이가 존

재함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나, 각

국의 외교실무가들과 국제기구 및 법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을 동일한 의미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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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Occupation)8)상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

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중심으로 한 전

통적인 ‘국제점령법’은 점령국에게 기존 주권자의 ‘주권’에는 미치지 못하

는 단순한 ‘수탁자’(trustee)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9)

용하고 있다. Robert Kolb & Richard Hyde,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s (Hart Publishing, 2008), pp.15-20.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인용문헌에서 특정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특히 군사점령에 관한 국제인

도법에 관한 한,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점령법’(약칭 점령법)이

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8) 국제법상 교전당사국 일방이 타 교전당사국 영토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국제점령법’ 체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점령상태를 규

율하는 단일한 조약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점령은 무력충돌과 불가분

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점령상태를 규율하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인

도법, 특히 그 중에서도 1907년의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규칙’(이하, 헤이그 육전규칙), ‘전시

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이하, 제네바 제4

협약)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

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이하,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외에

도 무력충돌시 특정 영역들과 관련된 기타 협약들 중에서도 점령상황에 적용 가능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1970년 문

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1954년

헤이그협약 제2의정서’ 등은 점령국에게 점령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특별

한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980년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은 제1조에 따라 점령상황

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저장․생산 및 이전과 그 폐기

에 관한 오타와 협약’의 경우 지뢰지대에서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할 의무를 점령지역

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9)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은 점령국에게 ‘수탁자에 준하는 역

할’(quasi-trustee role)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국제점령법상 점령국은 점령

지역에 대한 주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단순히 점령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인 시정권

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rnold Wilson, “The Laws of War in Occupied

Territory”, Transactions of the Grotius Society, Vol.18, 1932, p.38;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Macmillan, 1981), p.673; Adam Roberts, “What Is a Military Occupation?”,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5, No.1, 1984, p.295; Eyal Benvenisti,

“Sovereigns as Trustees of Humanity”, Tel Aviv University Law Faculty Papers,
No.139, 2012, p.3. 이 경우 위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일

반적인 의미에서 국제점령법은 점령지역 주민들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점령

국에게 ‘수탁자’(trustee)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

신탁개념과 점령개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Ralph Wilde, “From

Trusteeship to Self-Determination and Back Again: The Role of the Hague

Regulations i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Trusteeship, and the Framewor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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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취지에서, 점령행정의 ‘소헌법’(mini constitution)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점령국에게 ‘절대적

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sauf empêchement absolu)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점령국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이

른바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점

령법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11) 이라크 국제

조사단을 통해 알려진 영국의 기밀해제문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영

국 법률고문들 사이에서 이라크에 대한 광범위한 ‘변형’(transformation)

이 점령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도 그와 같은 이

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12) 물론 국제점령법상 점령국에게 입법권이 전

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권은 점령의

‘일시적 성격’과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13) 점령행정을 위해 필수적이거

Rights and Duties of Occupying Powers”,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31, No.1, 2009, pp.85-142 참조. 한편, 점령국이 주권

자를 대신하여 영토를 관리하는 ‘수탁자’(trustee)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점령국’은 UN헌장 제12-13장에 규정된 ‘국제신탁통치제도’(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에 따라 신탁통치 지역의 시정권을 부여받은 ‘시정권

자’(administering authority)와 구별된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UN헌장 제

76조 (b)에서 ‘자치’(self-government), ‘독립’(independence), “관계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이라는 표현이 시사

하듯 ‘시정권자’ 역시 신탁통치지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

로 그 권한이 일정부분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점령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점령국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보존주의 원칙’에 따

라 원칙적으로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시정권자는

UN헌장 제76조와 ‘신탁통치협정’(trusteeship agreements)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수탁자로서의 점령국’이라는 표현은 점령국이 일시적인 관리자로서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하는 한편, 점령 종료 시까지 공공질서와 시민생활 확보라는

적극적 의무를 져야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0)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69.

11) 점령국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상의 원칙은 Gregory

H. Fox에 의해 이른바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이후 이 용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Gregory H. Fox, “The

Occupation of Iraq”,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6, No.2, 2005,

p.199.

12) DIS Iraq Red Team Report, “The Future Governance of Iraq”(11 April, 2003).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53에서 재인용.

13)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93.



- 5 -

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현지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점령이 실효적이고 인도적으로 이루어

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같이 점령이 장기화되는 특수

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상태’(status quo ante) 유지라는 전통적 점령개

념에 입각하여 ‘일시적 성격’의 조치만 취하게 될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

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장기

적 점령’(prolonged occupation)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점령의 경우에 비

해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14)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점령사례와 같이 정치․경제․사법 기능이

붕괴되거나 독재 정권이 무너져 급진적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보

존주의 원칙’의 예외가 광범위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점령법의 핵심을 이루는 ‘보존주의 원칙’은 오늘날 시대착오적이므

로 국가실행을 반영하는 대안적인 법체계가 요청된다는 지적도 있었

다.15) 그와 같은 특수한 점령상황은 이른바 ‘변형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이라고 지칭되면서,16) 이라크 점령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를 촉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억압적이고 폐쇄

적인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개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민주적 제도의 도

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은

점령지역에서의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최근에는 UN과 같이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는

점령지가 아니라거나 국제점령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개별 국

14) Adam Roberts, “Prolonged Military Occupation: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Since 196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4, No.1, 1990, pp.52-53.

15) David J. Scheffer, “Beyond Occupation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7, No.4, 2003, pp.847-853.

16) Adam Roberts, “Transformative Military Occupation: Applying the Laws of War

and Human Righ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0, No.3, 2006,

p.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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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점령과 국제기구에 의한 점령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를 가리켜 ‘국제적 영토관리’(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ITA)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17) 실제로 개별 국가에

의한 점령과 UN의 점령은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사점

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점령의 원인과 법적 근거, 종료

사유, 통치권한, 감시구조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18)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영토관리(ITA) 역시 전통적인 전시 점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일시

적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정부기능을 행사한다는 유사점에

착안하여 국제적 영토관리(ITA)라는 용어 대신 ‘인도적 점령’(humanitarian

occup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19)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

제적 영토관리 상황에 국제점령법 체계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장기적 점령’, ‘변형적 점령’을 비롯하여 UN 등의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적 영토관리’(ITA)라는 변화된 양상의 점령에 있

어서 현행 국제점령법 체계가 어떠한 규범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점령법이 그 외연을 확대해나가

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령양상들을 어떻게 포섭하게 되었는지를 구체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ITA)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영토관리’로 번

역되어 사용되지만, 여기서 ‘administration’은 단순히 ‘행정’ 내지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

다. Ralph Wilde,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How Trusteeship and the
Civilizing Mission Never Went Awa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22.

18) Steven R. Ratner, “Foreign Occupation and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The Challenges of Converge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No.4, 2005, pp.698-702 참조.

19)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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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점령지역에서 장기적 개혁을 추구하는 점령국과 그와 같은 점령국의

규범적 권한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제점령법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20) 특히 2003년의 이라크

점령에서는 점령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안보리는 결의 제1483호를 통해 그와 같은 조치들을 정당화함

으로써 그 복잡성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제점령법

이 점령지역의 민주적 변형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지역의

근본적 개혁이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목표인 상황에서는 그 적용이 ‘적절

하지 않다’(ill suited)는 지적도 있었다.21) 같은 취지에서 점령법은 ‘국가

재건’(nation building)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라크에서 이루어진 연합국

의 권력행사와도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2)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이 점령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범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된 ‘국제점령법’의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령’, ‘국제적 영토관리’ 등

기존의 국제점령법이 상정하지 못하였던 점령양상이 오늘날 국제점령법

이라는 규범 체계의 틀 내에서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점령법의 근본목적과 존재이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작업 없이 변화되는 점령상황에 점령법의 변

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점령 관계

국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피상적인 해결책만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점령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국제점령법의

20) 대표적인 논의로는 Gerhard von Glahn, The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A
Commentary on the Law and Practice of Belligerent Occupation (Minnesota

University Press, 1957), pp.97-100; Yoram Dinstein, The International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23-124.

21)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847.

22) Melissa Patterson, “Who's Got the Title - or, The Remnants of Debellatio in

Post-Invasion Iraq”,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7, No.2, 2006,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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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의를 살펴봄으로써 변화되는 환경에서 국제점령법이 어떻게 해석

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할 것이다.

이미 100년도 넘은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1949년의 제네바

제4협약과 1977년의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

전히 국가 간의 ‘점령 현상’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

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 등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국제점령법 역시 다소간의 변화를 겪어 왔으나, 1967년부터 현

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2003년의

이라크 점령은 기존의 점령법 체계가 여전히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

율하는 규범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

었다.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 사례들 중에서도, 본

논문이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및 미국 주도 연합국의 이라크

점령에 주목하는 이유는 점령의 장기화가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

하는 구실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변형적 점령’이라는 특수한 점

령양상의 경우 1945년 독일과 일본의 항복에 따른 점령 이후 불과 50여

년 만에 다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체

제로부터 벗어나 민주적 제도의 도입을 추구하는 변형적 점령은 보존주

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점령법 체계와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으

므로, 이라크 점령에서의 실행이 현행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해

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점령양상이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적 영

토관리’(ITA) 역시 국제점령법에 기초한 특별한 검토가 요구된다.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점령’과 유사하지만, 점령

의 원인과 법적 근거, 종료사유, 통치권한, 감시구조 등에 있어서는 분명

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점령과의 유사점에 기초하여 그 규범체계 역

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

이점에 입각하여 전혀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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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적 실행에 기초한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제4장에서는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 ‘국제점령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유용한 규

범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점령현상이 오로지 점령에 관한 ‘국제인도법’

에 의해서만 규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오늘날 이른바 ‘국제

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국제인도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자결권 등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

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점령법 체계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

게 되었다고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점령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점령국의 권리와 그 의무를 평

가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규범적 층위들이 ‘국제점령법’이

라는 규범체계 전체에 걸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각

의 상이한 규범체계들이 서로 어떻게 고려되고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살

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점령상황을 규율하는 주된 규범체계는

여전히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그 이후 나타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

가 국제점령법 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상이한 규범체계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점령이 장기화되거나 민주제도로의 전

환을 위하여 변형적 목적의 정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점령국에게 기존

의 국제점령법이 상정하지 못한 특별한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의 설

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이나 안보리 결의와의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국제점령법’이라는 규범체계가 어떻게 변

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체계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국제적 무력충돌’에는 교전당사국 일방에 의한 타국 영토의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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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제점령법이라는 규범체계의 발전과 그

합리적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일부 국가들만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1910-1945), 미․소

군정(1945-1948), 한국전쟁(1950-1953) 등의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헤

이그 육전규칙이 채택된 1899/1907년 이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외국의

‘점령’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분야를 독

립된 주제로 분석한 개별논문은 거의 없으며 국제법 교과서에서 간단한

설명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3)

사실 1910년 국권피탈로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일

제강점기’라고 지칭하는 이면에는 이미 일제의 식민지배가 군사력에 의

한 불법적 ‘점령’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24) 더구나 해방 후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와 한국전쟁 당시 이루어

진 점령당국의 조치들은 국제점령법상의 ‘점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국제점령법이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은 헌

법상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북한지역이 장차 국군에 의해 ‘(응전)자유

화’될 경우,25)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3) 국제점령법을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내 논문은 김동욱, “해외파병과 점령법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2007), 45-66쪽; 안

준형,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국제법학회논총』, 제60

권 제3호(2015), 97-128쪽; 이기범, 전게논문(각주 1), 97-123쪽 정도에 불과하다. 이

외에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박영사, 1997), 749-758쪽; 김명기, 『국제법원

론(하)』(박영사, 1996), 1332-1338쪽; 김정균․성재호, 『국제법(제5판)』(박영사,

2008), 752-757쪽;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제9개정 제2보완수정판)』(일조각,

2008), 1003-1006쪽 등의 교과서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24) 이태진, “보호에서 병합까지 –점철된 강제, 기만, 범법-”, 이태진(편), 『일본의 대

한제국 강점』(까치, 1995), 17쪽. 이와 관련하여 김명기 교수는 “1910년의 병합조약

은 무효이므로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의 병합은 조약에 의거한 병합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결한 일본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위법한 점령’(illegal occupation)에 불과하

다고 보았다. 김명기, 『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화학사, 1980), 12쪽. 같은 취

지에서 김영구 교수 역시 1910년 이래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 지배와 통치가

‘군사적 점령’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belligerent occup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김영구,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문제: 한일 과거사에 대한 국제법적 조

명』(다솜출판사, 2010), 25-50쪽 참조.

25) 본래 38선 이북지역이었으나 한국전쟁의 경과에 따라 남한으로 편입된 지역은 잃었

던 영토나 권리를 회복하였다는 의미에서 ‘수복지구’(收復地區)로 지칭되었다. 이와

같이 적의 점령을 배제하고 자기 또는 동맹국의 영토를 회복하는 경우를 가리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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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 행사에 있어 국제점령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관계된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UN군이 38선 이북지역에 진주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오늘날과 마

찬가지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통치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입

장이었던 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UN군사령부의 ‘군사점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26)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은 북한지역의 상황변화에 따라 장차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크

다.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헌법 제3조의 이른바 ‘영토조항’에 따라 한국만

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에 의한 불법점유지로서

미수복지역에 불과하다고 본다.27) 이와 같은 입장은 북한지역에 대한 대

한민국의 관할권이 문제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지역

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마땅히 관철되어야 할 것

임을 의미한다.28) 대한민국 합참 역시 북한지역을 ‘자유화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개전초기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점령법이

아닌 국내법(계엄법, 징발법, 통합방위법, 전시특례법 등)을 적용해야 한

제법에서는 ‘자유화’(liber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Morris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p.212. 정부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통일 역시도 침략전쟁이 아닌 자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겠다는 의미를 표명하기 위하여 ‘응전’이라는 수식어를 붙

여 사용하기도 한다. 공식적인 용어사용과 관련해서는 ‘자유화지역’과 ‘수복지역’이라

는 용어가 병기되기도 하였으나, 군 교리상으로는 ‘자유화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는 것으로 최종 정립되었으며, 현재 전시대기법령에 해당하는 ‘자유화지역 안의 정부

업무운영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및 시행령(안)’, 통일부가 주관하는 비상대비계

획인 ‘자유화통합계획’(충무 9000) 등에서도 모두 ‘자유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근관,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

법적 검토”, 심지연․김일영(편), 『한미동맹 50년: 법적 잼점과 미래의 전망』 (백

산서당, 2004), 307-312쪽 참조.

27) 2017년 4월 법제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핵심 쟁점목록 19개와 쟁점 목록

79개를 분류해 소관․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한 가운데,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 의

견을 검토하여 현재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보고한 국방부 역시 “한반도에

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며 휴전선 이북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 영토조항을 근거로 주변국의 개입

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기본정

책과, “헌법 영토조항 관련 국방부 입장 검토 보고”(2017.4.4.). 同旨 대법원

1990.9.25.선고, 90도1451판결; 대법원 2008.4.17.선고, 2003도758판결.

28) 同旨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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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29)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관점은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내법은

규범이 아니라 ‘단순 사실’(mere facts)에 불과하다는 국제법의 기본명

제30)를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에서는 1991년 9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이후 북한을 공식적인 “주권

국가”(sovereign state)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

다.31) 북한급변사태 발생으로 실효적 정부의 공백상태가 야기되더라도

북한지역은 ‘무주지’(terra nullius)로 간주되지 않을뿐 아니라, 남한측의

관할권이 자동으로 확대되어 그 국내법 역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국

내법적 논리도 쉽사리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32)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29) 이종균, “반격작전시 휴전선 북방지역에 대한 적용법”, 『군사법연구』, 제8집

(1990), 136쪽;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합동참모본부, 2016), 부록 39-44쪽.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이 38선 이북지역으로 진격함에 따라 10월

10일자로 북한지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10월 1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채

택한 ‘북한시정방침’을 공표하고 수복지구에 민정장관을 파견하는 등 북한지역 통치권

확보를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再版)』(국방부, 1954),

B52-B53쪽. 그 결과 10월 10일 원산에 입성한 국군 1군단은 미 10군단이 진주하기까

지 약 15일 동안 ‘북한시정방침’에 근거하여 초기 점령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시정방

침’은 국제점령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를 수복하였음을 전제로

남한측의 법령을 북한지역으로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시정방

침은 현지 자치정부 수립에 있어서 인민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방식에 따라

행정조직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법원 및 검찰청을 비롯한 사법기관 역시 대한민국의

체계를 따랐고, 남한지역의 법령은 북한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 밖에도 국고지출,

자본통제, 관세행정 등의 국가금융정책이나 교육정책, 공중보건 및 복지정책, 교통․

통신정책, 농업․임업 및 산업정책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시정 또한 남한측의 법제와

긴밀한 연계 하에 이루어졌다. 현재 북한시정방침의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950년 10월경 한국정부가 장면 대사를 통해 미 국무부에 제출하였던 영어본이 남아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문서는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정보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Administration Plan for North Korea”(군사

편찬연구소 자료 등록번호 HD01457) 참조.

3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7판)』(박영사, 2017), 94쪽.

31) 미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북한을 공식적인 독립국가(independent state)로 표

기하고 있다. http://1.usa.gov/1Bh7nsG 참조(최종검색일 2017.10.25.). 국제형사재판

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서도 2014년 천안함․연평도 예비조사 보고

서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전제 하에 한국(ROK)과 북한(DPRK) 사이에 ‘국제적

무력충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June 2014), p.12, para.43(“There are … existence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국제법상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임예준,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제46권(2015), 317-3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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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국가실행과 학계의 논의를 통해 확립된 국제점령법의 적용 기

준에 따라, 남한측의 ‘실효적 지배’라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국제점

령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33)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한

미연합훈련인 KR/FE(Key Resolve/Foal Eagle) 연습시, MDL 이북지역

에서 한국 합참이 주도하는 안정화 작전은 병합의 준비단계라고 비방하

면서 이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

국은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임을 전제로 MDL 이북지역의 경우 국제법상

‘자유화지역’이 아닌 ‘점령지역’에 해당하므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34)

이와 같이 국제점령법은 단지 이론적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실로 북

한체제와 한반도 상황 변화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뿐,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궁극적으로 ‘한국 인민’(Korean people)이 주도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령상황에 따라 관련 국제규범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대응방향을 달리 모색함으로써 구체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분단국으로서 한국문제가 갖는 특수성이 국제사회에서도 ‘단순한

사실’이 아닌 ‘규범적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한국’ 명제의

대외적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5)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를 국제적 차원에

서 관철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인

만큼,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국제점령법의 적용 가능성까지

32) 임예준,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가성의 존속 및 자결권 원

칙을 중심으로”, 『담론 201』, 제20권 제1호(2017), 138쪽.

33) 국제점령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안준형, 전게논문(각주 23), 104-107쪽 참조.

34) 합참 법무실, “안정화 작전 관련 법적쟁점 검토”(’17.3.20.).

35) 이와 관련해서는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 가입 이후 간과되어 온 UN의 실행,

즉 ‘한국문제’에 관한 UN총회 결의들을 활용하여 대외적 차원에서 ‘하나의 한국’ 명

제를 뒷받침하는 전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근관, “한국의 국가승계와 UN”, 『국제연합,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법평론

회 2015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2015.11.7.), 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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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구체적 대응방안 역시 사전에 어느 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 가능성과 그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규

범체계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 다루게 될 국제점령법이라는 규범

체계의 본질과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가 법적으

로나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추후 한미연합 체제와 UN사의 역할정립의 변화

양상에 따라 국제점령법 적용의 문제나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 역시

달리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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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점령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1절 19세기 이전 전통적 점령개념의 발전

Ⅰ. 전시점령 개념의 기원: 로마법의 유산과 그 영향

중세의 정치사상가 Machiavelli가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소유욕

은 실로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이므로 사람들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

을 소유하려 하는바, 이는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36) 18세기까지 전쟁의 주된 목적은 부

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37) 중세사회에서는 화폐유통이나 경제․금융

정책과 같이 경제발전을 위한 현대적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당

시 토지와 재산을 획득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은 ‘전쟁’이었다.

전쟁배상금과 토지․천연자원의 편입 및 취득, 전리품을 통한 사유재산

획득, 포획한 포로와 전리품의 판매 및 교환, 포획한 군지휘관에 대한 속

량금 등을 통하여 전쟁은 직․간접적인 수입원으로 기능하였다.38)

이와 같은 환경에서 영토에 대한 ‘점령’은 자연스럽게 재산획득의 수

단으로 이용되었다.39) 원칙적으로 특정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완전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었

다.40) 특히 중세시대에는 통치권(imperium)과 영유권(dominium)이 구별

36) Nicolo Machiavelli,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W. K. Marriott tran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1), p.23.

37) Peter Haggenmacher, “L’Occupation Militaire en Droit International: Genèse et

Profil d’une Institution Juridique”, Relations Internationales, No.79, 1994, p.289.

38) Id.; Evan Luard, War in International Society: A Study in International Sociology
(I.B. Tauris, 1986), pp.135-144.

39) Peter Haggenmacher, supra note 37, p.290.

40) Sharon Korman, The Right of Conquest: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by Force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Clarendon Press, 1996), p.8; J.H.W. Verzij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Part Ⅸ-A: The Laws of War (Sijthoff

& Noordhoff, 1978), p.151; FAF von der Heydte, “Discovery, Symbolic

Annexation and Virtual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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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영토는 군주의 사유재산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실효적 지배를 통한 주권의 이전에는 당해 영토나 그 국가의 공용재산은

물론 일체의 사유재산의 이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었다.41) 즉,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점령’은 당해 영토에 대한 주권을 배제함으로써 즉각적으

로 당해 지역의 모든 권원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그와 같은

점령개념에 법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로마법이었다. 로마법에서는 소유

권의 기원을 ‘선점’(occupatio)에서 구하여 무주물 선점을 최초의 소유권

창설행위로 보았다. 만민법상 무주물 선점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로마

와 우호관계에 있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의 주민․재산 등은 모두 ‘무주

물’(res nullius)로서 ‘선점’(occupation)의 대상이 되었다.42) 로마법상 선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주물에 대한 ‘객관적 지배상태’(corpus)인 점

유취득과 ‘주관적 의사’(animus)인 소유의사가 있어야 했다.43) 이와 같은

‘선점’ 개념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설명하는 사법상의 개념으로, 이는

유추를 통하여 국제법상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44) 이에 따라, 당시 영

토주권을 획득하는 권원으로서의 ‘점령/선점’(occupation)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 지배상태로서의 ‘실효적 지배’와 주관적 의사인 영토취

득 의사가 요구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45)

로마법상의 점령개념은 오늘날의 점령개념과 같이 불안정하고 일시적

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며 최종적인 권원을 전제하고 있었다. 당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전쟁의 억제와 방지를 위하여 ‘정전론’(theory of

International Law, Vol.29, No.3, 1935, p.450. 반대 견해로는 Thomas Baty, “The

Relations of Invaders to Insurgents”, Yale Law Journal, Vol.36, No.7, 1927,

pp.966-968 참조.

41) Sharon Korman, supra note 40, pp.30-31.

42) 현승종, 『로마법』(법문사, 1996), 539쪽; W.W. Buckland, A Text-Book of
Roman Law: From Augustus to Justinian (WM. W. Gaunt & Sons, 1990),

pp.207-210; Percy Bordwell, The Law of War between Belligerents: A History
and Commentary (Callaghan, 1908), p.9.

43) 현승종, 상게서, 539쪽.

44) Hersch Lauterpacht,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Longmans, Green and Co.,

1927), pp.99-104.

45) Ibid.,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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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 war)이 정치하게 전개되었던 중세에 이르기까지도 ‘정복’(conquest)

이나 ‘착취’(exploitation)와 동일한 개념으로서의 전통적 점령개념은 실질

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였던 Hugo Grotius

역시 그의 주저인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1625)

에서 “적국으로부터 취득된 것은 그 즉시 취득자의 재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46) 그러나 Grotius

는 점령국에게 어떠한 법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 도덕적 차원에서 보다 인도적인 조치들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점

령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7)

Ⅱ. 전통적 점령개념의 이론적 변화

전통적 점령개념으로부터 이루어진 첫 번째 이론적 변화는 스위스 출

신의 학자 Emmerich de Vattel (1714-1767)의 주저인 『국제법』(Le droit

des gens, 1758)에서 찾아볼 수 있다. Vattel은 ‘정복’과 동일한 개념이었

던 전통적 점령개념을 ‘잠정적인 상태’(provisional condition)로서의 근대

적 개념으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첫 번째 학자로 거론된다.48) 그로부

터 도입된 변화의 핵심은 “건물․토지․도시․지방 등은 적국의 권력 하

에서 점령되지만, 재산에 대한 취득은 해당 국가와의 강화조약 또는 당

해 국가의 완전한 항복이나 소멸로 안정적이고 완전하게 완료된다”는 것

이었다.49) 즉,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권은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국

46) Hugo Grotius & William Whewell, Grotius on the Rights of War and Peace: An
Abridged Translation (The Lawbook Exchange, 2011), p.337.

47) D.A. Graber,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1863-1914:
A Historical Surve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p.13.

48) Ibid., p.14.

49) Emer de Vattel, Le Droit des Gens: Ou, Principes de la Loi Naturelle, Appliqués
à la Conduite & aux Affaires des Nations & des Souverains (Aux depens de la

Compagnie, 1758), livre Ⅲ, Chap. XIII, §197; Emer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Béla Kapossy & Richard Whatmore trans., Liberty Fund, 2008), p.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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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점령은 신탁에 의한 소유이자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점령에 따른 권원의 취

득은 ‘평화조약’(treaty of peace)을 통하여 적국의 승인을 받거나 ‘복속’

(debellatio)50)에 의해 그 국가가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완료

된다고 보았다. Vattel은 사실상 종래의 소유권 관념에 머물러 있었으나,

‘확실한 소유’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었다.51)

Vattel이 전통적인 점령개념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엄격한 입장을 취

하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본

격적인 변화는 19세기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 그와 같은 변화

의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은 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발아하

여 17세기 후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근대 국제정치

의 한 원칙이자 관행이었던 ‘세력균형’(the balance of power)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52) 이는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50) ‘복속’(debellatio)은 전쟁으로 패전국이 완전히 소멸되어 승전국이 자국의 배타적 결

정으로 주권을 획득할 지위를 얻게 되는 ‘사실적 상황’(factual condi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평화조약을 체결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승전국이 궁

극적으로 패전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Michael N. Schmitt, “Debellatio”,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09), para.8.

<http://opil.ouplaw.com/ home/epil>. 일반적으로 ‘복속’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째, 전체 영토의 점령으로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가 남아 있지 않을

것, 둘째, 문제된 국가의 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전투를 수행할 연합

군도 존재하지 않을 것, 셋째, 정부가 소멸되고 효과적인 저항을 계속하는 여타의 정

부(망명정부 포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객관적 요소가 누적적으로 충

족될 것이 요구된다.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5th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49-50. 통설에 따르면, ‘debellatio’는
‘subjugation’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Karl-Ulrich Meyn,

“Debellatio”,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Ⅲ (North-Holland, 1982), p.146; Marcelo G. Kohen, “Conquest”,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15), para.5.

<http://opil.ouplaw.com/home/epil>. 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subjugation’을 ‘병

합’(annexa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으로 Erich

Kussbach, “Conquest”,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Ⅲ (North-Holland, 1982), p.120 참조. ‘정복’(conquest) 또는

‘병합’(annexation)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infra note 295 참조.

51) Peter Haggenmacher, supra note 37, pp.291-292.

52) 세력균형 원칙의 연원과 의미, 역사적 전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H. Butterfield,

“The Balance of Power”, in Herbert Butterfield & Martin Wight, Diplomatic
Investigations: Essay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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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안전과 생존은 물론 유럽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

태롭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사전에 방지해

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럽의 안정을 유지시켜 준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였

다.53) Vattel 역시 당시 유럽의 정치 체제에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형’(equilibrium)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 한 나라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력균형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간주하였다.54) 체계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55) 따라서 전통적인 점령개념에 의해 상

정되었던 즉각적인 주권의 배제는 세력균형 원칙에 내재된 강대국들 간

의 안정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강대국들이 영토적 지위의 변

경을 일정부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J.H.W. Verzijl은 17세기까지 군사점령은 주권을 설정해주는 의

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세력균형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1713년 ‘위

트레흐트’(Utrecht) 조약 이후부터는 강화조약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주권

이 소급적으로 전환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56) 이와

같은 세력균형의 원칙은 19세기에 이르러 점령의 근대적 개념을 출현케

하였는바, 그 과도기였던 18세기는 세력균형의 사고가 정점에 이르러 있

Press, 1966), pp.132-148; Michael Sheehan, The Balance of Power: History and
Theory (Routledge, 1996), pp.1-145 참조.

53) H. Butterfield, supra note 52, p.132; Michael Sheehan, supra note 40, pp.1-4.

54) Alfred Vagts & Detlev F. Vagts,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Law:

A History of an Id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3, No.4, 1979,

p.562.

55) E.V. Gulick,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A Case Histor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One of the Great Concepts of European Statecraft (Cornell

University Press, 1955), p.89; George Liska, International Equilibrium: A
Theoretical Essay on the Politics and Organization of Secur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38.

56) J.H.W. Verzijl, supra note 40, p.151(“…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when

military occupation was held to be constitutif de souveraineté; since the treaties of

Utrecht(1713) when it was construed as operating a change of sovereignty under

the condition suspensive (condition precedent) of a peace treaty with retroactive

effect; and at present when it is considered as a temporary gestion d’affairs
paralysing but not terminating the existing sovereignty until the final decision by

the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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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7)

Vattel이 활동하던 시기에 점령개념의 변화를 야기한 두 번째 요소는

전시 점령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사상이었다. 18세기는 아직 국제인

도법 개념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Christian Wolff와 그의 제자

Vattel의 사상에서 이미 오늘날 전시 점령법을 아우르는 ‘교전법규’(jus in

bello)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58) Vattel은 자연법상의 ‘necessity’ 원칙에

근거한 교전법규를 상정하고 있었으므로 ‘military necessity’를 최우선시

하였으나, 동시에 ‘인류라는 위대한 사회의 안전과 복지상의 이익’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아 민간인이나 포획된 군인들의 살해나 독성무기

사용과 같은 군사적 이익이 없는 행위들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

았다.59) 특히 기존의 입장과 구별되는 Vattel의 특유한 사상은 당해 규

칙이 정당한 측과 정당하지 않은 측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교전당사국에

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60) 정전론이 지배적이었던 중

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교전법규는 당해 전쟁의 원인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이었다. 도덕적 차원에서

전시 인도적 조치들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인도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Grotius 역시도 여전히 전쟁법상의 보호를 주로 전쟁의 원인

및 그 유형과 결부지어 설명하였다.61)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정전론이

쇠퇴하고 점차 ‘교전법규’(jus in bello)로 대체됨에 따라, 전쟁법은 원인

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모든 교전당사국들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인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지었던 베스

57) H. Butterfield, supra note 52, p.141; Michael Sheehan, supra note 52, p.98.

58) Robert Kolb, “Origin of the Twin Terms jus ad bellum/jus in bello”,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37, No.320, 1997, p.557.

59) Emer de Vattel, supra note 49, pp.541-544(livre Ⅲ, Chap. VIII, §§136-141),

pp.562-563(Chap. VIII, §§156-157), 590(Chap. XII, §189).

6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tephen C. Neff, “Vattel and the Law of War: A Tale

of Three Circles”, in Vincent Chetail & Peter Haggenmacher (eds.), Vattel's
International Law in a XXIst Century Perspectiv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p.329-331 참조.

61) Peter Haggenmacher, Grotius et la Doctrine de la Guerre Just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3),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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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팔리아(Westphalia) 조약 체결을 계기로 유럽의 질서가 상위의 권력에

하위의 군주들이 복종하는 계층적인 질서로부터 주권국가 간의 동등관계

를 주축으로 하는 질서로 변형됨에 따라, 개별 주권국가가 자국이 전쟁

의 원인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라는 주장이 가능케 되었다.62)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전쟁의 원인에 기초한 여하한 차별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었으므로 객관적인 법기준에 기초하여 모든 교전당사국에게 평등한 교전

법규(jus in bello)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전통적 점령개념에 따른 국가실행

18세기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점령개념의 출현은 19

세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Vattel이 활동하던 18세기는 정전론이

점차 쇠퇴해가는 과도기로서 여전히 정전론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

러나 당시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인이 정의롭지 못하였을 경

우 정복된 영토의 지위를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미 근대적

점령개념의 밑그림은 그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국에게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별개

의 법체계로서의 ‘전시점령’ 개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나폴

레옹 전쟁과 1815년 비엔나 회의를 통한 유럽질서의 재구축 이후에야 비

로소 출현하기 시작하였다.63) 따라서 그와 같은 변화의 과도기에 있었던

18세기에는 여전히 ‘정복’과 동일한 개념으로서의 전통적 점령개념이 유

지되고 있었다.64) Martens 역시 1792년 출간된 저서 『국제법 개요』(Summary

62) Nicolas Politis, Les Nouvelles Tendances du Droit International (Librairie Hachette,

1927), pp.100-101.

63) Eyal Benvenisti,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Belligerent Occupation”, Law and
History Review, Vol.26, No.3, 2008, p.622; Nehal Bhuta, “The Antinomies of

Transformative Occup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No.4,

2005, p.725.

64)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es, Vol.Ⅱ, 1st ed.(Longmans,

1906),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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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aw of Nations)에서 정복자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적국의 모든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점령’(occupation)이라는 단어

를 사용하지 않고 ‘정복’(conquest)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

었다.65)

전통적 점령개념은 실제 국가실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794

년부터 1801년까지 프랑스에 의해 이루어진 라인란트(Rhineland) 점령에

서도 점령국 프랑스에게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혁명 프랑스는 1790년 5월 22일 국민의회의 입법을 통해 정복전쟁 포기

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66)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신성로마제국 황

제 Leopold 2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라인강 좌안을 침략하

였다. 이에 따라, 1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 군인들은 1794년 라인란트를

점령하여 중앙집권화된 ‘민정’(civil administration)을 수립하였다.67) 유럽

에서 가장 풍족한 지역이었던 라인란트 지역에 대한 점령은 프랑스 혁명

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던 재정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이었

으며, 그 결과 점령은 곧바로 ‘착취’(exploitation)로 변하였다.68) 프랑스

혁명 분야의 권위자인 T.C.W. Blanning은 프랑스의 라인란트 점령의 성

격을 점증해 가는 프랑스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도된 ‘착취

65) Georg Friedrich Martens, Summary of the Law of Nations, Founded on the
Treaties and Customs of the Modern Nations of Europe (Thomas Bradford, 1795),

pp.285-289.

66) 1790년 5월 22일 혁명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국민은 정복을 위한 어떠한 전쟁

도 거부하며, 결코 다른 인민의 자유에 맞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하였다. 박윤덕, “프랑스 혁명과 전쟁 –정복전쟁 포기 선언의 역설-”, 『프랑스사 연

구』, 제30호(2014), 99쪽.

67) Stuart Woolf, Napoleon’s Integration of Europe (Taylor & Francis, 1991), p.46.

68) 프랑스의 일반재정은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는

혁명 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전쟁으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

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명정부는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교회토지의 국유화

를 시도하였으나 재정문제 해결을 타개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792년

말에는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변지역의 군사 정복이 심각히 고려되었으며, 1794

년부터는 점령지역 수탈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국가 재정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의 군

사 정복에 의존했던 당시 프랑스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T.C.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New York, 1986), pp.105-106;

David Kaiser, Politics and War: European Conflict from Philip Ⅱ to Hitl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219-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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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campaign of exploitation)이라고 규정하였다.69) 실제로 프랑스는 1794

년 5월 점령지역에서 값어치가 있는 도서, 과학기기, 예술작품 등을 몰수

하여 파리로 운송하기 위해 별도의 이송기관을 설립하거나, 독일 점령지

역의 예술품 및 과학품 수집을 전담하는 프랑스 정부 관리를 임명하기도

하였다.70)

제2절 19세기 근대적 점령개념으로의 전환

19세기에는 근대적 의미의 점령개념 형성에 필요한 비선형적 변화요

소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18세기 Vattel에 의해 도입된 발전들

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복과 동일한 의미를

갖던 전통적 점령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점령지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에

기초한 점령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령국의 권한은 점령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일정한 ‘의무’에 구속되는 양상으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단순한 ‘군

사점령’(military occupation)과 진정한 영토 획득을 처음으로 구별한 것은

1844년 독일 공법학자 Heffter의 저작 『현대 유럽국제법』(Das Europäische

Völkerrecht der Gegenwart)에서였다.71) 이와 같은 발전을 이끌었던 정치

적․사회적 요소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 그 중 두 가지

는 이미 언급된 18세기 Vattel 시기에 나타난 변화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근대적 점령개념을 출현케 하였던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과 함께 이들의 성문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69) T.C.W. Blanning, The French Revolution in Germany: Occupation and Resistance
in the Rhineland 1792-1802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15.

70) Ibid., pp.81, 110.

71) Lassa Oppenheim, supra note 64, p.168;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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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대적 점령개념과 그 출현 배경

1. 세력균형의 원칙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지었던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

(1648), 스페인 계승전쟁(1701-1714)을 종식한 ‘위트레흐트’(Utrecht) 조

약(1713)과 1815년 ‘유럽 협조체제’는 근대사의 주요 전환점으로서 서구

국제체제의 주요 역사적 분수령으로 인식되어 왔다.72) 베스트팔리아 조

약으로 촉발된 서구의 주권국가체제는 국가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배타적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주권국

가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1713년에 체결된 위트레흐

트 조약은 힘의 정당한 균형이 “상호간의 우의와 지속적으로 화목한 관

계를 위한 최선의 기초”라고 선언함으로써 ‘세력균형’ 원칙을 공식 인정

함으로써 이를 18세기 국제정치의 한 원칙이자 관행으로 자리잡는 결정

적 계기를 마련하였다.73)

18세기 유럽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었던 ‘세력균형’ 원칙은 1814년 3

월 체결된 ‘쇼몽’(Chaumont) 조약에서 “유럽의 평화유지는 ‘정당한 세력

균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프랑스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근본적인 목적은 ‘정당한 세력균형’을 복원하는 데 있

었다. 즉, 20여 년간에 걸친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짓고 프랑스가 다시 단

일 패권국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장기적 협력을 약속한 4대 강국들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유럽협조’(concert of Europe) 체제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74) 이에 따라, 19세기에는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패권

72) 특히 1648년 베스트팔리아 강화조약은 일반적으로 ‘세력균형 원칙’의 시초로 간주되고

있다. Michael Sheehan, supra note 52, p.37; Leo Gross,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2, No.1, 1948, p20.

73) 조약 전문(全文)은 Fred L. Israel, Major Peace Treaties of Modern History:
1648-1967 (Chelsea House Publishers, 1967), p.17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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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균형’(hegemonic balance)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확고히 정립

되었다. 특히 체계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을 의

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 의한 정치적 균형정책의 객

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스위스나 벨기에가 ‘완충지대’로서 중립을 강요

당한 것도 이와 같은 국제질서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75) 이와 같은 국

제 정치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유로운 획득방법으로서의 점령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영토 취득의 권원이었던 병

합(annexation) 역시 억제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강대국들의 승

인이 필요했다.76) 전시 타국 영토의 ‘임시적’ 통제 체제라는 새로운 점령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국제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도주의 사상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

하면서 용병 중심의 전통적인 전쟁양상은 징집병(conscripts)을 포함한

대규모 군대 간의 전투로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무기체계의

비약적 발전은 무기의 치명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손실의 정도와 그

74) 19세기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용구, 『세계외교사』(서울대

학교출판부, 2006), 6-95쪽; Wilhelm G. Grewe,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Walter de Gruyter, 2000), pp.429-467; Alan J. P. Taylor, The Struggle for
Mastery in Europe: 1848-1918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1-402 참조.

75)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영(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

론, 2015), 86쪽.

76) 19세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 Oppenheim은 정복자에 의한 영토의 병합

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력균형’이 위태롭게 될 경우

제3국이 이에 개입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Ⅰ, 1st ed.(Longmans, 1905), p.292.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전통 국제법상의 ‘정복’(conquest)과 그 적용사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행한 Korman은 “전통 국제법 체계에서 정복할 권리를 제

약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은 한편으로는 … 국제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력균

형’(balance of power)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Sharon Korman, supra
note 40, p.95. “강대국들 간의 협의에 따른 동의 또는 묵인은 영토 전유

(appropriation)를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이었다”는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

이다. Nehal Bhuta, supra note 63, 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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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전쟁의 참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77)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자선활

동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전쟁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념이 고양되기 시작하였다.78) 1859년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한

Henry Dunant(1828-1910)이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

을 집필하여 자발적인 구호단체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 대표

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79) 당시 유럽은 이른바 ‘문명’담론을 통하여 유

럽국가들을 비유럽국가들과 구별하는 징표로 삼았으나,80) 다른 한편으로

는 ‘인도주의’를 문명국가의 구별기준에 포섭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문

명론’을 인도주의 발전의 전환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81)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전장에서 상해를 입은 군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

인도법’이 발전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국제점령법에 의해 점령국에게 부과된 핵심적 의무 중 하나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투원과 비전투원

을 구별하는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은 ‘성서 시대’(Biblical times)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나,82) 민간인의 신체뿐 아니라 그 재산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Vattel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Vattel은 군주와 신민을

구별하여 전쟁은 기본적으로 군주와 군주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복자는 신민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공용

77) Geoffrey S. Corn, et al., supra note 7, pp.37-38. 산업혁명에 따른 군사기술의 발전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나남출판, 2004), 213-276쪽 참조.

78) Geoffrey S. Corn, et al., supra note 7, p.38; Wilhelm G. Grewe, supra note 74,

p.555.

79) Henry Dunant, A Memory of Solferino (ICRC, 1986);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역), 『솔페리노의 회상』(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9) 참조.

80) 대표적으로 James Lorimer는 ‘문명화된 인류’(civilised humanity)를 ‘야만적 인

류’(barbarous humanity)와 ‘미개한 인류’(savage humanity)로 구분하였다. James

Lorimer, The Institutes of the Law of Nations (The Lawbook Exchange, 1883),

p.101.

81) Georg Schwarzenberger,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Basic Issues”,

Nordisk Tidsskrift for International Ret, Vol.30, 1960, p.10.

82) Hugo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1625),

Book Ⅲ, Chap.XI, paras.9-10.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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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할 뿐이며, 신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새로

운 지배자에게 종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83) Jean-Jacques

Rousseau 역시 그의 주저인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 1762)

에서 전쟁의 개념을 정부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설명하

였다.84) 즉, 공용재산과 사유재산을 구별하여 전시 사유재산에 대한 면

제를 인정함으로써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권리 개념을 도출해낸 것이

다.85) 이와 같은 전쟁개념은 19세기 초반까지도 주의를 끌지 못하였으

나, 프랑스의 법률가였던 Portalis(1746-1807)와 Talleyrand(1754-1838)에

의해 특별히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Talleyrand은 ‘개인 간’의 분쟁

이 아닌 ‘국가 간’ 분쟁으로서의 전쟁개념을 법적인 이론으로 전환시킨

첫 번째 학자로 거론되기도 한다.86) 이와 같은 관점은 19세기에 전쟁의

일반이론으로 발전하여 ‘루소-포르탈리스 원칙’(Rousseau-Portalis doctrine)

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후일 점령지역에서 사유재산 약탈을 금지하는

규칙으로서 각국의 군사매뉴얼과 국제협정에 반영되었다.87)

3. 근대적 군사조직의 발전

근대국가는 ‘군사력의 효과적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분산성’을 특

징으로 하는 중세사회와 구별된다.88) 역사적으로 중세의 기사가 배타적

으로 소유하고 있던 폭력은 점차 대규모 군대를 기반으로 한 군주에 의

해 독점되면서, 사적 폭력의 소유가 점차 불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총포의 발전, 대규모 상비군의 정비, 용병의 발전 등을 기점으로

83) Emer de Vattel, supra note 49, p.598(livre Ⅲ, Chap. XIII, §200); Nehal Bhuta,

supra note 63, p.725; Stephen C. Neff, supra note 60, p.323.

84)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Christopher Betts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51-52(Book Ⅰ, Chapter Ⅳ); Karma Nabulsi, Traditions
of War: Occupation, Resistance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84-185.

8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3-24.

86) Ibid., p.24.

87) Ibid., pp.24-25.

88) 박상섭, 전게서(각주 77), 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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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프랑스의 경우 1620년을 기점으로 Louis XIII에 의해 모든

폭력이 국가에 독점되었는바, 이처럼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이르

는 기간이 중세적 군사․국가조직이 붕괴되고 근대적 군사․국가조직이

출현하게 된 시기였다.89) Otto Hintze가 근대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군사조직’이 국가조직 일반으로 확장되었음을 설파했던 바와 같이,90) 근

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각국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집권

적 정치체제와 행정체제, 조세 및 재정체제를 비롯하여 특히 ‘상비군’ 체

제를 구축해 나갔다. 기존의 군사조직은 외국영토를 점령하여 시정체제

를 확보할 만큼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임무는

민간당국에 맡겨져 있었으나, 19세기 군사조직의 인적규모와 행정 및 기

술적 범위의 압도적 증가는 군대의 군사점령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91)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세력균형 원칙이나 인도주의 사상의 발전과 맞

물려 점령국의 권한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념을 고양시키

는 배경이 되었다.

4. 민족국가의 출현

18세기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통하여 근대적 의미의 ‘민족’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Jean-Jacques Rousseau

는 ‘민족’을 소속된 개인들이 공유하는 집단의지의 주체로 파악하고, “모

든 시민이 직업이 아니라 의무로서 군인이 되는” 국민군의 필요성을 역

설하였다.92) 그러나 ‘민족’ 개념이 사상적 관념으로부터 현실적 개념으로

89) 전재성,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중첩, 복합의 거시이

행”, 『국제정치논총』, 제49권 제5호, 2009, 13-17쪽.

90) Otto Hintz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in F.
Gil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181. 전재성, 상게논문, 13쪽에서 재인용.

91) 同旨 W.V. O’Brien, “The Meaning of ‘Military Necessity’ in International Law”,

World Polity, Vol.1, 1957, pp.131-133; H.A. Smith, The Crisis in the Law of
Nations (Stevens & Sons, 1947), pp.67-69.

92) Stanley Hoffmann & David P. Fidler (eds.), Rousseau o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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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였다. Carl von Clausewitz (1780-1831)

는 자신의 주저인 『전쟁론』(Vom Kriege)에서 프랑스 혁명이 초래한

국민전의 역사적 의미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쟁

중 국민들이 갖는 조국에 대한 헌신감과 적에 대한 증오감이 전쟁의 구

체적 모습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그와 같은 역사적 계

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 즉, 프랑스 혁명은 국가에 대

해 국민들이 강력한 일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전쟁의 참여

자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93) 이로써 전쟁은 더 이상 국가 간의 분쟁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침략자를 몰아내고

점령군에 저항할 것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1808년에는 스페인에서 프랑

스 점령군에 대항한 게릴라전이 발생함으로써 민족국가 개념의 출현이

가시화되었다.94)

‘민족국가’(nation-states)라는 새로운 유럽질서와 ‘민족주권’(national

sovereignty) 개념의 출현은 점령국의 권한에 보다 엄격한 한계를 설정

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나타난 이론

적 발전은 순전한 무력을 통한 ‘주권의 양도불가 원칙’(the principle of the

inalienability of sovereignty)이었다.95) 18세기에 ‘정복’과 동일한 개념이

었던 전통적 점령개념에 변화를 도입하였던 Vattel의 주장은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미 근대적 점령개념의 핵심요소인 ‘주

권 원칙’의 출현을 예견한 것이었다. 주권이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유효

한 개념이라면, 점령된 영토는 더 이상 ‘무주물’(res nullius)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점령은 더 이상 정복과 동일한 개념이 아

니라는 관념이 점차 확고해졌으며, 이는 국가의 실행과 판례는 물론 국

제법 학자들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1790년 국민의회의 입법을 통해 정

복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이를 1791년 헌법에 명기하였던 프랑스는 타국

침략시 일방적인 영토병합이나 양도협정 체결을 자제하고, 그 결정을 점

93) Carl von Clausewitz, On War (Michael Howard & Peter Paret tra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75, 589-592; 박상섭, 전게서(각주 77), 190-195쪽.

94)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5.

95) Ibi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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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지역 주민들의 국민투표에 의존하였다.96) 이에 기초하여 1818년 프랑

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단순한 영토점령만으로는 점령지역 주

민에게 점령국의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았

으며,97) 1837년에는 영국에 의해 점령된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섬(islands

of Martinique)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영국에 의한 일시적인 군사점령

은 당해 도서에 대한 프랑스의 ‘법적인’(de jure) 주권을 방해하지 못하

며 정복으로 인해 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라고 판시하기도 하

였다.98) 그러나, 1789년부터 1848년까지의 프랑스 파기원 판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행한 Paul Challine은 1812년부터 시작

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후에도 다수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와 상반되는 취지의 판결들도 상당수 존재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당

시로서는 상기 원칙이 아직 전쟁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99)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상을 점령원칙으로 처음 구

체화한 것은 1844년 독일 공법학자 Heffter의 저작 『현대 유럽국제법』을

통해서였다.100) 그는 19세기에 이르러 전쟁은 더 이상 영구적인 교전상

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되었으며, 전쟁이 이미 확립

된 주권 국가 간의 관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101) 이에 기초

하여 Heffter는 영토 정복은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권력을 차단하는 것을

가능케 하지만 주권의 이전을 수반하지는 않으며, 이는 오로지 적국이

96) Id. 다만, 프랑스 혁명 직후 발전하였던 ‘인민자결권’(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은 하나의 정치원칙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모든 인민에게 보편

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아니었다. Antonio Casses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 Legal Reapprais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12.

97) William Edward Hall, International Law, 1st ed.(Clarendon Press, 1880), p.396.

98) Henry W. Halleck,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hiladelphia, 1886), pp.472-473.

Charles E. Rousseau, Le Droit des Conflits Armés (Éditions A. Pédone, 1983),

p.137에서 재인용.

99) Paul Challine, L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ans la Jurisprudence Française de
1789 à 1848 (Domat-Montchrestien, 1934), p.116.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6-27에서 재인용.

100) Lassa Oppenheim, supra note 64, p.168.

101) August W. Heffter, L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urope (Jules Bergson

trans., Paris, 1857),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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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debellatio)을 통하여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는 ‘새로운 전쟁원칙’을 제시하였다.102)

두 번째로 나타난 이론적 발전은 점령지역의 공용재산 관리와 현지

법령의 개정에 대한 점령국의 권한에 한계를 부과함으로써 축출된 정부

의 권력기반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Gregory H. Fox는 이를 가리켜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이라 칭하기도 하였다.103) 이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Pasquale Fiore (1837-1914)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그는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자국의 영토

내에서 주권에 대해 갖는 평등한 권리는 무력을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

는 것이라고 보았다.104) 이에 따라 점령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점령국은 점령의 즉각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외적

인 경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점령국이 공포한 법도 점령이 종식

됨과 동시에 실효된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105) 그 결과, 점령국의 권한

에 도입된 제한사항은 점령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것뿐 아니

라 축출된 정부로 대표되는 ‘민족’의 권리와 이익에도 초점이 맞추어졌

다.106)

Ⅱ. 국제점령법의 초기 성문화 과정

1. 리버규칙(1863)

군사점령에 관한 세부규칙들이 공식적으로 성문화되어 나타나기 시작

102) Ibid., p.253.

103)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199.

104) Pasquale Fiore, Nuovo Dritto Internazionale Pubblico Secondo i Bisogni Della
Civiltà Moderna (presso la Casa Editrice e Tipog, 1865), p.177.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9에서 재인용.

105) Pasquale Fiore, supra note 99, p.444.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30에서 재인용.

106)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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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1863년 미국 Lincoln 대통령의 지시로 Columbia 대학의 법학교

수였던 Francis Lieber에 의해 만들어진 이른바 ‘리버규칙’(Lieber Code)

을 통해서였다.107) 이는 본래 미국 남북전쟁이라는 ‘내전’ 상황에 적용하

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공식적인 국가 간의 전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널리 인정되었다.108) 총 15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동

규칙 가운데 약 1/3 가량은 전시 점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군대와 민간주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었

다.109) 그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전쟁은 국가와 그 소속 군대 간의

분쟁이라는 시각을 반영하여, 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군대와

구별함으로써 점령지역의 민간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무장 시민’(unarmed citizen)의 신체, 재산 및 명예는 ‘전쟁이라

는 긴급사태’(exigencies of war), 즉 ‘military necessity’110)가 허용하는 한

107) 동 규칙의 정식명칭은 ‘전장에서의 미국 군대에 대한 지시’(Instructions for the

Government of the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로서, 1863년 4월 24일

Lincoln 대통령에 의해 ‘일반명령 제100호’(General Order No.100)로 발령되어 당시

진행 중이던 남북전쟁에서 북군(the Union Army)에게 적용되었다.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8.

108) 일부 학자들은 동 규칙이 사실상 내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국가 간의 전쟁을 규

율한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rnest Nys, Le Droit
International: Les Principes, les Théories, les Faits, tome III (Bruxelles, 1906),

p.161. 그러나 동 규칙은 모든 분쟁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입안된 것으로서, 이후

1914년 미 육군부에 의해 ‘육전규칙’(Rules of Land Warfare)이라는 새로운 매뉴얼이

발간되기까지 미국-스페인 전쟁(1898) 등의 국제전에서 계속 적용되었다. D.A.

Graber, supra note 47, pp.18-19; George B. Davis, “Doctor Francis Lieber's

Instruction for the Government of Armies in the Fiel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 No.1, 1907, pp.22-24. 이는 특히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군사매뉴얼의 모델이 되었다.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8.

109) D.A. Graber, supra note 47, p.15. ‘리버규칙’ 전문(全文)은 Dietrich Schindler &

Jiří Toman (eds.), The Laws of Armed Conflict: A Collection of Conventions,
Resolutions and Other Documen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p.3-23 참조.

110) 국제법상 ‘necessity’라는 개념은 일반국제법상의 자위권 행사, 국가책임법, 국제인

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

지만, 구체적 맥락에 따라 각기 상이한 용도로 적용되므로 그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

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lexander Orakhelashvili, The Interpretation of Acts
and Rul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208-221;

Jens David Ohlin & Larry May, Necessity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즉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다소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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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야 하며(제22조), 특히 점령국에게는 정의․명예․인도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었다(제4조). 뿐만 아니라, 점령국은 ‘military

necessity’가 요구되지 않는 이상 점령지역의 현행법을 존중할 것을 명시

하기도 하였다(제3조). 이와 같이 리버규칙의 발령으로 점령지역 민간인

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점령국에게 허용

되는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그 적용상에 일정한 한

계가 노정되어 있었다.111)

한편 미국의 리버규칙이 국제점령법 성문화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

였던 점과 달리, 정작 미국은 여전히 정복과 동일한 개념으로서의 전통

적인 점령개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미

국은 근대적 점령개념으로 발전해 가던 유럽의 이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도, 점령과 정복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점령을 영토 확장의 효과적 수

단으로 활용하던 영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112) 특히 미국

은 점령된 영토가 자국의 일부로서 자국이 배타적인 권원을 향유한다고

하면서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점령지역에서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113) 이와 같은 이

유에서 점령법의 발전과정과 그 적용사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

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necessity’의 한국어 표현을 ‘필요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 견해대립이 있는 만큼, 이하에서도 별도의 번역 없이 ‘necessity’라는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하기로 한다. ‘necessity’의 한국어 표현 문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석현,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 -그 본질적 개념에 비추어 본 한국어 표

현의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3호(2016), 71-91쪽 참조.

111) Rotem Giladi, “A Different Sense of Humanity: Occupation in Francis Lieber’s

Cod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p.105-106.

112) 영국의 영향은 19세기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US v.
Rice case에서 재판관 Story는 1812년의 전쟁에서 영국에 의해 점령된 자국 항구의

법적 지위를 다루면서, 당해 영토의 점령으로 적국 영국은 “당해 지역에서 완전한 주

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확고한 소유권을 획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United States v.
Rice, 4 Wheat. 246; 17 U.S. 246; 4 L. Ed. 562(1819). 1850년 미국의 멕시코 점령

을 다룬 사건에서도 수석재판관 Taney는 “국제법과 국가들의 실행에 따르면, 정복은

유효한 권원으로서 승자는 정복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견해를 재확

인하였다. Fleming v. Page, 9 How. 603; 50 U.S. 603; 13 L. Ed. 276 (1850) at (50

U.S. 603, 615).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32-33 참조.

113)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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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을 행한 Eyal Benvenisti는 1907년까지 점령에 관한 국제원칙들

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그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114)

2. 프로이센의 알자스-로렌 점령(1870-1871)과 그 영향

1870-1871년 보불전쟁으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 영토의 일부를 점

령하게 되면서, 그 동안 유럽에서 발전해온 점령개념에 대한 시각을 확

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870년 8월, 비

상부르(Wissembourg, 8월 4일), 마르스라투르(Mars-la-Tour, 8월 16일),

그리블로트(Gravelotte, 8월 18일)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프로이센 군

대는 신속히 프랑스령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 지역에 대한 통제

를 확보하였다. 1870년 8월 11일 프랑스령으로 진입하면서 프로이센 왕

William은 프랑스 주민들의 대우와 관련하여, 프로이센은 프랑스 군인들

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일 뿐 프랑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므로 주민들의 신체와 재산은 계속해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였

다.115) 뿐만 아니라, 알자스 총독으로 임명된 Otto von Bismarck는 1870

년 8월 21일자 선언에서 프러시아 점령군이 기존의 주권을 대체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프로이센은 단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프랑스의 현행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16) 이와

같은 프로이센의 실행에 대하여 Edgar Löning은 프로이센이 단순한 ‘군

사점령’과 진정한 영토 획득을 구별하였던 Heffter의 접근방식을 따른 것

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117)

114) Ibid., p.37.

115) William E. Birkhimer, Military Government and Martial Law (Kegan Paul,

1914), p.115.

116) Edgar Löning, “L'Administration du Gouvernement-General de L'Alsace durant

la Guerre de 1870-1871”,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de Legislation Comparee,
Vol.4, 1872, p.637; D.A. Graber, supra note 47, pp.268-270.

117) Edgar Löning, Die Verwaltung des General-Gouvernements im Elsass (1874),

pp.13-1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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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벨기에의 법학자였던 Rolin-Jaequemyns은 프로이센 점령당국의

행위들을 바탕으로 점령법상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점령국의 자원착취 행위에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점령국은 자국 부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만을 사용하

여야 하고, 점령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국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를 도출하였다.118) 이와 같이, 보불전쟁과

그로 인한 프로이센의 알자스-로렌 점령은 점령문제를 포함하여 전쟁의

규칙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전(全) 유럽적 노력을 촉진시켰으며, 그 결

과 전쟁법을 성문화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브뤼셀 선언(1874)

1874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Brussels)에서는 점령문제를 포함하여

전쟁법을 성문화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러시아가 동

회의를 제안한 목적은 리버규칙을 보다 상세히 규율함으로써 전쟁과 전

시점령에 관한 서방국가들의 실행을 성문화하는 데 있었다.119)

그 결과 완성된 브뤼셀 선언은 총 56개 조항으로, 그 가운데 17개 조

항이 전시 점령을 규율하는 것이었다.120)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브뤼셀

선언에서는 점령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명시하는 한편(제1조) 점령이 주

권문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점을 명시하였다(제7

조). 점령군 지휘관에게는 가능한 한 ‘공공질서와 시민생활’(l'ordre et la

vie publique)을 회복하고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었다(제2조). 동 선언에

118) Gustave Rolin-Jaequemyns, “Essai Complémentaire sur la Guerre Franco-Allemande

dans ses Rapports avec le Droit International”,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de
Legislation Comparée, Vol.3, 1871, p.33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38에서 재

인용.

119) 브뤼셀 선언은 사실상 리버규칙으로부터 촉발되었다. Alexander Pearce Higgins,

The Hague Peace Conference: And 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cerning the
Laws and Usages of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p.257.

120) ‘브뤼셀 선언’ 전문(全文)은 Dietrich Schindler & Jiří Toman (eds.), supra note 109,

pp.25-34 참조. 다만, 정본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하에서의 원문표기는 모두

불어본을 따르기로 한다. 브뤼셀 선언의 정본은 <https://ihl-databases.icrc.org/dih-traites/I

NTRO/135?OpenDocument> (최종검색일 2017.1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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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점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력의 권한이 정

지”(L'autorité du pouvoir légal étant suspendue)된다는 문언을 통하여

전시점령으로 영토에 대한 권한을 이전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었다(제2조).121) 이로써 브뤼셀 선언은 리버규칙이 가지고

있었던 점령국의 지위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남

아있었다.122)

회의에 참가한 다수 국가들은 동 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었으므로 결국 동 선언은 발효되지 못하였으나,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를 비롯한 다수에 의해 그 당시의 전쟁법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되

었다.123)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각국의 군사매뉴얼에도 반영되었다.124)

제3절 20세기 국제점령법의 성문화와 그 변화 양상

Ⅰ. 헤이그 육전규칙의 체결과 그 한계

1.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체결

브뤼셀 회의를 통한 성문화 시도가 실패하자, 1899년 러시아 황제 Tsar

121) D.A. Graber, supra note 47, p.47.

122) Karma Nabulsi, supra note 84, p.64.

123) Ibid., pp.26-27. 1880년 9월 9일, 국제법학회는 브뤼셀 선언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

영하여 ‘옥스퍼드 매뉴얼’(Oxford Manual)로 알려진 ‘육전법규’(Laws of War on

Land)라는 매뉴얼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세부내용은 Dietrich Schindler & Jiří

Toman (eds.), supra note 109, pp.36-48 참조.

124) D.A. Graber, supra note 47,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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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2세의 주도 하에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를 통해 전쟁법의 국

제적 성문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899년의 ‘육전

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제2협약)과 그에 부속된 ‘육

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규칙’(헤이그 육전규칙)이 채택되었는바,125)

이는 브뤼셀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시점령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 회의에 참석하

여 서명했던 모든 교섭국들이 헤이그 제2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이었

다.126) 이후 1907년 헤이그에서 또 한 차례의 만국평화회의를 통하여 1899

년 협약을 수정함으로써 1907년 헤이그 제4협약과 그에 부속된 헤이그

육전규칙이 채택되었으나,127) 전시 점령에 관한 법은 거의 그대로 유지

되었다.

이로써 점령국은 단순히 점령지역의 ‘관리자’(administrateur)로서 “적

국에 속하는 공공건물, 부동산, 산림 및 농장”의 ‘용익권자’(usufruitier)로

간주되었다(제55조).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점령국에게는 과세 징수(제48

조), 최고사령관의 서면 명령에 따른 군세 징수(제51조)와 군사적 필요에

따른 징발 및 사역 부과(제52조) 권한이 부여되었다. 특히 점령지역 주민

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헤이그 육전규칙은 ‘military necessity’와 무관하게

절대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조항들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점령지역 주

민들에 대한 점령국에의 충성맹세 강요 금지(제45조), 사유재산 몰수 금

지(제46조), 약탈 금지(제47조), 사유재산․역사적 기념물․예술 및 과학

125) 1899년 헤이그 육전규칙 역시 브뤼셀 선언과 마찬가지로 불어본이 정본이므로, 이하

에서의 표기는 모두 불어본을 따르기로 한다. 협약 정본은 <http://bit.ly/2znwwSx>

(최종검색일 2017.12.24.) 참조. 1899년 헤이그 제협약의 준비문서로는 J.B. Scott,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The Conference of 1899 (Oxford University

Press, 1920)을 참조.

126) 1899년 당시 동 협약의 서명국은 23개국으로,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

일, 그리스, 이란,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미국이 포함되어 있었

다. <http://bit.ly/2cbWrCA> (최종검색일 2017.10.25.)

127)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정본(불어본)은 <http://bit.ly/2kP3aYy> (최종검색일

2017.12.24.) 참조. 1907년 헤이그 제협약의 준비문서로는 J.B. Scott,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The Conference of 1907, Vol.Ⅰ-Ⅲ
(Oxford University Press, 19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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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압수․파괴 또는 고의적 손상 금지(제56조) 등이 포함되었다. 뿐

만 아니라, 헤이그 육전규칙은 점령국에게 가문의 명예와 권리,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은 물론 종교적 신념과 자유를 존중할 의무도 부과하였다

(제46조). 한편, 일반적으로 점령국은 이른바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에 따라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하고 민간주민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여기에는 ‘military necessity’에 따

른 예외가 허용될 수 있었다(제43조).128)

2. 헤이그 육전규칙의 한계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그 당시의 무력충돌에 관한 관습국제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성문화한 것이었다.129) 그러나 동 협약이 발효되

었을 당시의 국제법 질서에서는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오로지 ‘문명국’

(civilized nation)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므로,130) 유럽을 벗어난 지역에서

는 점령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유럽에서 발전한 ‘잠정적 상태’

로서의 점령개념은 본래 ‘민족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현한 것

이었으므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비문명화된’(uncivilized)

국가들에게 점령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131)

더구나 1899년 헤이그 제2협약과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모두 제2조에

이른바 ‘총가입조항’(general participation clause)을 두어 모든 교전국이

당해 협약의 당사국일 경우에만 그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협약의 실

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132)

12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D.A. Graber, supra note 47, pp.37-217 참조.

129) Jörg Manfred Mössner, “Hague Peac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Ⅲ (North-Holland,

1982), p.208.

130) 근대 문명론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에 대해서는 오시진, 『근대 국제법상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36-47쪽; Martti Koskenniemi,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98-152 참조.

13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41-42.

132) Philippe Gautier, “General Participation Clause (Clausula si omnes)”, Max Pla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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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1907년에 이루어진 점령법의 성문화 단계에서는 19세기의 사상

적 경향이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성문

화’에 그치게 되었다.133)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치활동에

치중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될 것이 요구되

었기 때문이다. 브뤼셀 선언과 헤이그 육전규칙의 입안자들은 단기간의

일시적인 점령상황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따라 점령국에게 점령지역의 기존 법체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134) 다른 한편, 점령법을 상세히 규율하

는 것에 대한 각국의 부정적 인식 역시 ‘최소한의 성문화’의 원인이 되었

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을 비롯한 잠재적 점령국들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같은 잠재적 피점령국들조차도 점령법의 상세한 성문화에 대해 부정적이

었다는 사실이다. 동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약소국들은 점령에 관한 사항

을 상세히 규율할 경우 점령국의 권한에 한계가 부여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영토에서 점령국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자국민들이 점령

국에 저항하는 것조차 금지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135)

이에 따라 외국 영토에 대한 전시점령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규율하는

데 있어 헤이그 육전규칙은 고작 15개의 간결한 조항만을 두게 되었

다.136) 그 결과 점령의 시작과 종료, 점령법의 적용범위, 일시적으로 축

출된 주권자와 점령국 간의 권한 배분, 점령국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06), para.4.

<http://opil.ouplaw.com/home/epil>.

133) Ernst H. Feilchenfeld,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1942), p.17; Carl Schmitt, The Nomos of the Earth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Jus Publicum Europaeum (G.L. Ulmen trans.,

Telos Press Publishing, 2006), p.209.

134) H.A. Smith, “The Government of Occupied Territory”,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1, 1944, p.151.

135) D.A. Graber, supra note 47, p.24; Ch. De Visscher, “L'Occupation De Guerre:

d’aprè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de Cassation de Belgique”, Law Quarterly
Review, Vol.34, 1918, pp.74-75.

136) 전시 점령에 관한 규칙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3편에서 ‘적국영토에 대한 군

사적 권력’(Military Authority Over the Territory of the Hostile State)이라는 표제

하에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2조-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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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조세 및 재산처리, 점령지역에 관한 조약의 체결, 점

령지역 주민의 보호, 억류자에 대한 처우, 현지주민의 위생과 의료, 점령

법과 국내법의 관계, 복수국가에 의한 점령, 중립국 영토의 점령 등 복잡

다기한 점령현상을 규율하는 데 있어 헤이그 육전규칙은 충분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점령국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었

다. 이를 아무리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조문 자체에 내재된 결함으로

인해 점령국에게 과도한 융통성이 허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37) 헤

이그 육전규칙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교전당사국들

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야기하였다. 일례로 헤이그 육전규칙은 제50조에

점령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대처벌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점령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력복구(reprisal)는 물론이고 게릴라

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질(hostage)로 삼는 행위까지도 전혀 억제하

지 못하였다.138)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점령지역에서 대다

수의 점령국들이 헤이그 육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규범력은

거의 상실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139)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들과

소련은 점령법의 기본원리조차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연합국의 경우

헤이그 육전규칙의 유효성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을 회

피하기 위해 다양한 법리적 논거들을 원용하였다.140)

137) Oscar Max Uhler, Der Völkerrechtliche Schutz der Bevölkerung eines besetzten
Gebietes gegen Maßnahmen der Okkupationsma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nfer Zivilkonvention vom 12. Aug. 1949. (Polygraphischer Verlag, 1951),

pp.81-83.

138) Lassa Oppenheim, supra note 64, pp.175-176.

139) Ernst H. Feilchenfeld, supra note 133, p.23;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Rinehart, 1954), p.727.

140)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강대국들은 헤이그 육전규칙을 거의 준수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서방 연합국들 사이에서는 점령법의 기본원칙, 즉 무력사용을 통한 주권의 양

도 불가원칙만큼은 계속 준수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및 연합국들

의 헤이그 육전규칙 적용사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131-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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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령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보호의 강화

1.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채택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점령지역 민간인들에게는 극히 가혹한 것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점령법은 전쟁법 개혁의 가장 시급한

분야로 비추어졌으며,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고려하여 점령지역의 민간

인 보호를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조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주도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전

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141)

그 중에서도 점령상황을 규율한 것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으로, 기

존의 헤이그 육전규칙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최소한의 성문화’를 지향했던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달리 동 협약에서는 점령지역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들이

도입되었다.142) 그 결과 동 협약은 점령지역 민간인들에게 부여되는 인

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점령지역 민간인들의 권

리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규정(제27조-제34조) 뿐 아니라 인도주의 원칙

의 기본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중립국 또는 제3국 국민의 송환, 강제이송

과 추방, 아동보호, 징집과 강제노역, 재산파괴, 법관 및 공무원들의 신

분, 민간주민들의 식량 및 의료품 보급, 공중보건 및 위생, 병원의 징발,

종교상의 원조, 구호, 형법, 형사절차, 억류자의 처우 등이 그것이었다(제

47조 이하). 동 협약은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상의 규정들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었다.143)

141)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16. 육전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1협약), 해상에 있어서 군대의 부

상자․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3협약),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4협약).

142) Jean S. Pictet, Commentary on Geneva Convention Ⅳ (ICRC, 1958), p.3.

143) 제네바 제4협약 제154조. Ibid.,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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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른바 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를 지향했던 1899/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달리, 동 협약에서는 그 예외를 확대하는 한

편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적극적 의무들을 부과하였다. 즉, 1949

년 제네바 제4협약은 점령국에게 점령지역 민간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무들을 설정하였다(제55조 이하).

세 번째로, 협약의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총가입조항에 따라 모든 교전국이 당사국일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1899/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달리,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2조).144) 뿐만 아니라, 동 협약은 ‘보호대상자’

(protected persons)에게 부여된 권리가 다양한 구실로 교묘히 회피될 수

없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협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

한 목적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음을 고려하여145) 교전국 간에 체

결된 어떠한 특별협정도 조약상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

는 한편(제7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제8조) 어떠

한 경우에도 보호대상자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47조).

2.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채택

1970년대에 이르러 국제사회에서는 전투원의 행위와 그 적대행위로부

터 민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성에 관하여 일

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146) 이와 같은 노력은 1971년과 1972년 두 차

144)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p.17-18.

145) 대표적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국이었던 독일은 피점령국이었던 프랑스

비시정부와의 협정(1940년 11월 16일 Scapini-Hitler 협정 및 1943년 4월 Laval-Sauckel

협정)을 통해 전쟁포로를 민간 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1929년 포로처우에 관한 제

네바협약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유나 강압을 통하여 전쟁포로들이 자

발적으로 1929년 협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일도 있었다. François

Bugnion, L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e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e la Guerr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1994), pp.502-504; René

Provo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29.

146) Claude Pilloud, et al.(eds), 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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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걸친 정부 전문가회의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4회기에 걸친 외

교회의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1977년 6월 8일 2개의 추가의정서가 채택

되었다.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제네바 4개협약에 따라 민간주

민에게 부여된 보호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147) 그 결과 동 의정서에

는 제네바 제4협약에 의해 점령국에게 부과된 인도적 과업의 증진을 위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기존에 점령국에게 부여된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점령국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보다 상세히

규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점령국에게는 민간주민들의 의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할 의무(제14조), 점령지역에서 민간의무요

원이 인도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할 의무

(제15조), 식량 및 의료품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 제55조상의 의무에 추

가하여 피복, 침구, 대피장소, 점령지역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

타물품 및 종교적 예배에 필요한 물건의 공급을 보장할 의무(제69조) 등

이 부과되었다. 특히 제75조에서는 점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개

인들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목록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

는바, 이는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48)

1987), p.xxix.

147) 동 의정서 전문(前文; preamble)의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제 규정을 재

확인하고 발전시키며 동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치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

을 믿고”라는 표현에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148) Jean-Marie Henckaerts & Louise Doswald-Beck,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Ⅰ(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353-371; Fausto

Pocar, “To What Extent is Protocol Ⅰ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Andru

E. Wall (ed.), Legal and Ethical Lessons of NATO’s Kosovo Campaign (Naval

War College, 2002), p.337. ‘기본적 보장’(Fundamental guarantees)이라는 제목의 제

75조는 주요 인권조약, 특히 자유권규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Louise Doswald-Beck & Sylvain Vité,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293, 1993, p.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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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확대

제2차 세계대전과 UN의 탄생을 계기로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국제인권법 분야 역시 국제점령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단일화된 조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기본적인

인도적 고려와 법의 일반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형식상 조약은 아니었으

나 국제인권법 체계의 근본이념을 제공하였다.149)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50) 이를 시작으로 1966

년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하 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

채택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장전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UN은

제노사이드․고문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인종․여성․아동․난민․장애

인 등 각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인권기준을 마련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유럽․미주․아프리카 등 지역적 차원에서도 별

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인권조약들을 보완하고 있다.

1967년 UN 안보리 결의 제237호에서 “본질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인

권은 전쟁 중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이후151) UN 총회 역

시 ‘점령지역’에서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결의 제2443호를 채택하는 등

무력충돌, 특히 점령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지지하는 견해들이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152)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점령지

역에서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UN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전적 견해들과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국제인

149)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636.

150) Hurst Hannum, “The Statu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25,

Nos.1&2, 1995/1996, p.289;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Ammoun), p.76.

151) UN Doc. S/RES/237 (1967), Preamble.

152) UN Doc. A/RES/2443(XXIII)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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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과 국제인권법 간의 양립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방

식을 취하였다. 대표적으로 1979년 Gerald Draper는 “점령지역에서 억류

국과 포로 간 또는 점령국과 적국의 민간인 간에 인권은 효력을 발휘하

지 못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153) 즉, 점령지역의 정부는 자국 영토 내

에 존재하는 통상적인 정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평시

인권은 전시점령에 따라 중지된다고 보았던 것이다.154) 이는 전시법과

평시법의 엄격한 구별을 전제하던 전통적인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종래

평시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던 국제인권법의 적용은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인도법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155)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 주석서에 대한 편저자였던 Jean

Pictet 역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법체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체계가 상호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구별되어

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156) 일정부분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유권규약의 경우, 그 준비자료(travaux préparatoires)

에 비추어 볼 때 동 협약 제2조 1항의 “자국 영토 내”(within its territory)

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subject to its jurisdiction)이라는 문언 사

이에 포함된 ‘and’는 두 요건이 누적적일 것을 요구하므로 역외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157) 

153) Gerald Draper,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Acta Juridica, 1979, p.204.

154) Yoram Dinstein, “The International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and Human

Rights”,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8, 1978, p.116.

155) W.K. Suter, “An Enquiry into the Meaning of the Phrase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Revue de Droit Pénal Militaire et Droit de la Guerre, Vol.15,

1976, p.422.

156) Jean Pictet은 양 법체계간의 차이점으로 첫째, 국제인권법은 평시에만 적용 가능한

반면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는 점, 둘째, 국제인권법은 국

가와 그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 반면 국제인도법은 국가와 적국민간의 관계

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였다. Jean S. Pictet, Humanitarian Law and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 (Sijthoff, 1975), p.15.

157) Dietrich Schindle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terrelationship of

the Laws”,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31, Issue 4, 1982, p.939;

Manfred Nowak,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ocktaking after the First Eleven Sessions of the U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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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부정하던 전

통적인 견해를 비판하며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유지되는 한도 내

에서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기 시작하

였다.158) 특히 점령을 포함한 무력충돌 시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주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사법적․준사법적 기관들의

해석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졌다. 1975년 이후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는 북키프로스에 대한 터키의 점령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으며,159)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IACHR)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160) 같은 취지

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

원회161)와 사회권규약위원회162)는 이스라엘이 각각 자유권규약 및 사회

권규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역시 이라크 점령청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163) 최근에는 ‘유럽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Law Journal, Vol.1, 1980, p.156. 미국과 이스라

엘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한바 있다. Tristan Ferraro (ed.), Expert Meeting:
Occupation and Other Forms of Administration of Foreign Territory (ICRC, 2012),

p.61.

158) 대표적인 견해로는 Thomas Buerghental, “To Respect and to Ensure, State

Obligations and Permissible Derogations”, in Louis Henkin (ed.),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p.74; Theodor Meron,

“Human Rights in Time of Peace and in Time of Armed Strife: Selected

Problems”, in Thomas Buerghental (ed.), Essays in Honor of Louis B. Sohn (NP

Engel, 1984), pp.1-21 참조.

159) Cyprus v. Turkey, Applications Nos. 6780/74 & 6950/75 (Eur. Comm’n H.R., 26

May 1975); Cyprus v. Turkey, Application No. 8007/77 (Eur. Comm’n H.R., 10

July 1978); Loizidou v. Turkey (Preliminary Objections), Application no. 15318/89

(ECtHR, 23 March 1995).

160) Salas and others v. United States, Report No. 31/93, Case 10.573 (IACHR, 14

October 1993); Coard et al. v. United States, Report No. 109/99, Case 10.951

(IACHR, 29 September 1999).

161) UN Doc. CCPR/CO/78/ISR (21 August 2003), para.11.

162) UN Doc. E/C.12/1/Add.90 (26 June 2003), paras.15, 31.

163) U.K. Court of Appeal, The Quee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Case

No. C1/2005/0461, C1/2005/0461B (Dec. 21, 2005), E.W.C.A. Civ. 16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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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 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164)

와 같은 정치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

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996

년 Nuclear Weapons case의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점령상황을 포함하여

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에서도 국제인권조약이 적용가능하다고

설시하기도 하였다.165) 이와 같은 발전을 고려해볼 때, 특정 국가가 군사

점령 등을 통해 외국 영토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행사할 경우 당해 점

령지역에서 자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들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16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완

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1996년 Nuclear Weapons case의 권고적

의견 이후에도 2004년 Palestinian Wall case의 권고적 의견을 통하여 ICJ가

자국 영토 외부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이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167)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

라 일각에서는 군사점령에 국제인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원

칙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일반

적으로 수락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168) 특히 Michael Dennis

는 ICJ의 설시가 이스라엘의 ‘장기적 점령’(prolonged occupation)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인권조약상의

164) Parliamentary Assembly Council of Europe, Resolution 1386 (June 24, 2004), para.17.

165)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이하, Nuclear Weapons case), paras.25, 134-137.

166) Fons Coomans & Menno T. Kamminga, “Comparative Introductory Comments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n Fons Coomans &

Menno T. Kamminga (ed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ntersentia, 2004), p.3.

167)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이하, Palestinian Wall case), p.163,

para.112.

168) Adam Roberts, supra note 16, p.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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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무력충돌 및 군사점령 상황에 역외적용된다는 점을 ICJ가 일반적

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주장하

였다.169)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적 해석론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005년 Armed Activities case에서 이루어진 ICJ의 판시에 비

추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Palestinian Wall case

의 권고적 의견의 경우와는 달리,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에서

는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를 특정 인권조약들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가

자국 영토의 외부지역, 특히 점령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 자국이 당

사국인 모든 ‘국제인권조약들’(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170) 특히 동 사건에서 문제된 콩고

영토에 대한 우간다의 점령기간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로 이스라엘에

필적할 정도의 ‘장기적 점령’이라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동 판결이 국

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

기도 곤란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

는 해외 점령지역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ICJ의 설

시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ICRC에서 수행된 관습국제인도법 연구에서도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을 관습국제법

으로 파악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71) 오늘날 학계에서

의 논의들이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도법과의 관계에서 국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172) 대부분 국제인권법이

169) Michael J. Dennis,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Extraterritorially in

Times of Armed Conflict and Military Occup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9, No.1, 2005, p.122.

170)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ement, I.C.J. Reports 2005(이하, Armed Activities case), para.216.

171) Jean-Marie Henckaerts & Louise Doswald-Beck, supra note 148, pp.305-306.

172) Noam Lubell, “Challenges in Applying Human Rights Law to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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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특히 점령상황에서도 역외적용된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3)

그 결과 종래에는 오로지 ‘평시법’의 영역에만 속한다고 보았던 일정

한 국제법 원칙들은 이른바 ‘전쟁법’의 영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국제법이 다면적․다원적 규범체계의 산물이라는 점

을 감안하면,174) 점령지역에 적용되는 규범체계 역시 그 외연이 확장되

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제

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국제인도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자결권 등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Ⅲ. 국제점령법상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 확대

일찍이 Elbridge Colby는 군사점령에 따라 점령지역 주민들은 정복자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7, 2005, p.738.

173)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를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무력충돌시 국제인도법은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견해를 취하기

도 하였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Repl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Five UNCH Special

Rapporteurs on Detainees in Guantanamo Bay, Cuba”,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45, 2006, pp.748-752;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는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aras.102, 110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른바

‘지속적 반대자’(persistent objector)로서 적어도 이들에 관한 한 국제인도법이 국제인

권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

를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14-15, 이를 부정하는 입장

으로는 Françoise Hampson & Ibrahim Salama, “Working Pap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E/CN.4/Sub.2/2005/14 (21 June 2005), paras.69-70 참조.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역외

적용 가능성은 개별 인권조약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일종의 ‘조약 해석’의 문제

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문제의 관습국제법에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지속적 반대자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미국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infra note 885 참조.

174)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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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에 종속되며 ‘당분간’ 기존체제의 법과 명령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

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175) 언뜻 보기에 지극히 당연한 설명에 불

과한 Colby의 지적은 다른 한편으로 국제점령법이 상정하고 있는 점령의

‘일시적’ 성격과 점령국에게 부여된 권한의 기초가 ‘military necessity’에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점령이 적대국 영토

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적의 군사공격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수단으

로 활용되는 한, 점령의 ‘일시성’은 점령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76)

점령이 피점령국의 ‘주권’(sovereignty)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령법의 기본전제는 점령의 일시성에 기초한 당연한 귀결이다.177) 그 결

과 점령법의 본질적 기능은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점령국이 오로지

외국 영토에 대한 ‘일시적 관리자’로 머무르도록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78) 이와 같은 취지에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절대적

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점령국이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점령국에게 점령지역의 법적․정치적 구조를 온전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점령법의 핵심원칙으로서, 이를 명문

화한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역시 점령행정의 ‘소헌법’(mini constitution)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79)

그러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현상

유지를 다소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에서는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적극적 의무들을 부과함으로써

175) Elbridge Colby, “Occupation under the Laws of War”, Columbia Law Review,

Vol.25, No.7, 1925, pp.148-149.

176) Valentina Azarova, Illegal Territoria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Interac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through Other Territorial
Regimes, Ph. D.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2015, p.63.

177)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49.

178) Valentina Azarova, supra note 176, p.63.

179)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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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서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비해 점령국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권한의 허용범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하에서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

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기 두 규정의 의미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써 협약의 변화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정당한 권력의 권한이 사실상 점

령청에게 넘어가면, 점령청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점령지의 현

행법을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을 회복 및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74년 브뤼셀선언 제2조(공공질서와 시민생활 회복 및 확보의무)와 제3

조(현지법 존중의무)를 결합한 것으로,180) ‘변화’(점령국의 이익)와 ‘안정’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181) 때문에 1899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입안과정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상기 두 조항을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

다. 특히 현지법 존중을 요구하는 제3조상의 의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점령국의 광범위한 입법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그 유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점령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점령국의 입법

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

가 치열하게 대립되었다.182) 결국 프랑스측 대표단의 제안에 따라 제3조

180) J.B. Scott, supra note 125, p.62.

181) 브뤼셀선언 제2조는 점령국에게 광범위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3조는 그

범위를 ‘necessity’ 개념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1880년

국제법학회에서 마련된 옥스퍼드 매뉴얼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였다(제43조 및

제44조).

182) J.B. Scott, supra note 125, pp.52, 62, 427; G.H. Perris (ed.), A History of the
Peace Conference at the Hague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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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삭제하되 그 정신을 제2조에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

어졌다. 그 결과 종전의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ne … que s'il y a nécessité)

이라는 표현(브뤼셀선언 제3조)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sauf

empêchement absolu)이라는 보다 제한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어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통합되었다.1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모호

한 규정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었다.184) 더구나

동 조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경우 점령국은 공공질서와 시민생

활의 회복 및 확보라는 ‘군사적 이익’ 증진을 위해서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185) 이와 같은 해석은 입법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사실상 점령청에게 넘어간다는 표현과 모순된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기도 하였다.186)

헤이그 육전규칙 채택 당시만 하더라도 그 입안자들은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가 허용되는 ‘절대적 금지’ 상황을 ‘military necessity’라는 다소 협소

한 의미로 상정하고 있었다.187) 이에 따라, 협약 체결 당시의 대표적 국

제법 학자였던 Lassa Oppenheim은 1906년의 저서에서 1899년 헤이그 육

전규칙 제43조상의 ‘절대적 금지’라는 문언은 “그 군대의 안전과 유지 및

전쟁목적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188) 1907년

pp.65-66; F.W. Holls, The Peace Conference at the Hague, and Its Bearings on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The Macmillan Company, 1900), pp.137-138 등 참조.

183) D.A. Graber, supra note 47, pp.141-143; Edmund H. Schwenk, “Legisltive Power

of the Military Occupant under Article 43, Hague Regulations”, The Yale Law
Journal, Vol.54, No.2, 1945, pp.396-397.

184) 이기범, 전게논문(각주 1), 100-101쪽;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90.

185)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제약은 일체의 입법권을 포함하는 것이라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각에서는 동조에 따라 부과된 입법권의 제약은 공공질서

와 시민생활의 회복에 관한 입법에 한정되는 것일 뿐 기타 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Charles Cheney Hyde, International Law: Chiefly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 1st ed., Vol.Ⅱ(Little, Brown,

and Company, 1922), pp.367-368; C. Meurer, Die Völkerrechtliche Stellung der
vom Feind Besetzten Gebiete (Tübingen, 1915), p.23.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p.395-396에서 재인용.

186)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395.

187)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91.

188) Lassa Oppenheim, supra note 64, p.174(“in the maintenance and safety of his

army and in the realisation of the purpose of war”). 또한 1917년의 논문에서는 보



- 53 -

이후 출간된 다수의 국제법 저서에서도 동 규칙 제43조의 ‘절대적 금지’

를 ‘military necessity’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189)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점령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대

한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점령국에게 적극적

개입 의무가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식에서 일각에서는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확보’라는 문언이 주

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절대적 금지’의 의미를 ‘군사적 이익’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

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브뤼셀선언 제3조의 ‘necessity’

에 상응하는 의미로서의 ‘absolute necess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90) 이에 따라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

지’ 역시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절대적 금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191)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억압적이고

존주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절대적 금지’를 설명하면서 명시적으로 ‘military

necess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Lassa Oppenheim, “Legal Relations

Between an Occupying Power and the Inhabitants”, Law Quarterly Review, Vol.33,

No.4, 1917, p.365.

189) John Westlake, International Law, Part Ⅱ: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7), p.87(“by military necessity”); James Wilford Garner, International Law and
the World War, Vol.Ⅱ(Longmans, 1920), p.86(“the exigencies of the war”);

Charles Cheney Hyde, supra note 185, pp.367-368(“the security of his army or its

support, efficacy, and success”); William Edward Hall,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8th ed.(The Clarendon Press, 1924), pp.559-560(“military necessity”); George

Grafton Wilson,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3rd ed.(West Publishing, 1939),

pp.309(“strict necessity”), 310(“detrimental to the occupant”); Charles G. Fenwick,

International Law, 2nd ed.(D. Appleton-Century, 1934), p.486(“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and the safety of the army of occupation”).

190)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p.400-401.

191) Allan Gerson, “War, Conquered Territory, and Military Occupation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System”,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8, No.3, 1977, pp.538-539; David Kretzmer, The Occupation of Justice: The
Supreme Court of Israel and the Occupied Territor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pp.58-59; Ernst H. Feilchenfeld, supra note 133, p.24;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401;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97;

Marten Zwanenburg, “Existentialism in Iraq: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 and

the law of occup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6, No.856,

2004, pp.750-751; Myres S. McDougal & Florentino P. Feliciano, The International
Law of War – Transnational Coercion and World Public Order (Martinus Nijhoff



- 54 -

반인권적인 체제 하에서는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가 보다 광범위하게 인

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92)

이와 같이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입안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가 허용되는 ‘절대적 금지’는 ‘military

necessity’라는 다소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는 점령국에게 적극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bsolute

necessity’ 내지 ‘necessity’라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193) ‘necessity’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법권의 근거는 ‘military necessity’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점령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입법권의 근거를 설명함에 있어

“질서유지와 점령군의 안전” 이외에 “점령의 정당한 목적 실현”이라는

사유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194) 점령지역에서의 새로운 입법은 “충분히

정당화되어야”(must be sufficiently justified) 한다는 견해 역시 이와 같

은 변화가 반영된 것이었다.195)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성’이

라는 요소가 입법권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196)

Publishers, 1994), p.746; Theodor Meron, “Applicability of Multilateral Conventions

to Occupied Territori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2, No.3, 1978,

p.549.

192) Morris Greenspan, supra note 25, p.225; Myres S. McDougal & Florentino P.

Feliciano, Law and Minimum World Public Order: The Leg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Coercio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770.

193) Yoram Dinstein, supra note 154, p.112. 이와 달리, 학자에 따라서는 종래의 엄격한

해석론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Georg 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Vol.Ⅱ: The Law of Armed
Conflict (Stevens & Sons, 1968), pp.182-183; Michael Bothe, “Occupation,

Belligerent”,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Ⅳ (North-Holland, 1982), p.66.

194) Arnold D. McNair & Arthur D. Watts, The Legal Effects of War, 4th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369.

195) Ernst H. Feilchenfeld, supra note 133, p.89.

196) Morris Greenspan, supra note 25, p.224(“International law allows a resonable

latitude in such circumstances”); Myres S. McDougal & Florentino P. Feliciano,

supra note 192, p.767(“it is subject to the legitimate security interests of the

occupant and the reasonable demands of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ordre
public and vie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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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

가.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의 관계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는 점령지역에서 발효 중인 형벌 관련

법률이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한

편(제1항), 질서유지와 점령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점령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제 규정에 복종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점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2항).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점령국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1949년 제

네바 제4협약 제64조 2항의 표현은 점령국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

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를 구체화 내지 보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

면 각각의 규정은 개별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갖는 독자적인 규정으로 해

석되어야 하는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는 첫째, 1항은 형벌 법령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2항은 일반적 성격의 입법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 둘

째, 현지법 존중의무와 관련하여 1항과 2항에서 다루고 있는 예외의 인

정범위가 상이하다는 점, 셋째, 1항은 기존 법령의 폐지 또는 정지를 다

루고 있는데 반해 2항은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입법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은 구조상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다.197) 그러나 1907년 헤이

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여전히 점령국의 입법권을 규율하는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198) 제네바 제4협약 제154

조는 동 협약이 헤이그 육전규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그 구조상의 모순들은 두 협약을 연계한 체

197) Yoram Dinstein, “Legislation Under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Belligerent Occupation and Peacebuilding”, Program on Humanitarian Policy and

Conflict Research, Occasional Paper Series, No.1, 2004, p.5.

198)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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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 제64조는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를 대체하기 위한 것도 아니

었을 뿐 아니라 그 규율범위를 완전히 벗어날 것이 의도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간결한 문언을 ‘부연’(amplification)

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99)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

대한 ICRC 주석에서도 제64조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문언을 “보

다 정확하고 상세한 방식으로”(in a more precise and detailed form) 표

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0)

한편,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가 규율하고 있는 입법권의 범위

와 그 유형에 관해서는 제1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만을 언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비형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법체계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다수견해이다.201)

199) Joyce A.C. Gutteridge,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6, 1949, p.324; Raymund T. Yingling & Robert W.

Ginnane,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6, No.3, 1952, p.422;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10; Conor

McCarthy, “The Paradox of the International Law of Military Occupation:

Sovereignty and the Reformation of Iraq”,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10, No.1, 2005, p.62. 이와 달리,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

조를 구체화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Eyal Benvensiti, supra note 2,

p.102. 나아가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두 조항은 여전히 각 규정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구별되는 규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기범, 전게논문(각주 1), 107-108쪽.

200)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335.

201) Yoram Dinstein, “Legislative Power in Occupied Territories Case”, Tel Aviv
University Law Review, Vol.2, No.2, 1972, p.6; Hans-Peter Gasser & Knut

Dörmann, “Protec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in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284. Eyal Benvenisti는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제64

조가 비형벌에 관한 입법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점령국이 비형벌에

관한 여하한 입법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 제64조는 비형벌

에 관한 입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③ 제64조가 비형벌에 관한 입법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묵시적으로 점령국에게 무제한적인 재량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④ 제64조는 형벌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비형벌에 관한 입법권까지 모

두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네 가지 견해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해석이 갖는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그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 그 입안과정이

반영된 준비자료(travaux préparatoires), 협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조

항은 형벌에 관한 입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96-102 참조. 이와 달리, 제64조는 점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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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주석에서도 외교회의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만 언급된 것은 입법상

의 미비가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 형벌에 관한 입법에서 가장 현저히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202) 실제 초안 입안

과정에서도 2항의 ‘제 규정’(provisions)이라는 문언이 형법에 한정된다는

해석은 다수위원들에 의해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03)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점령국의 입법권을 제한하

고 있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명시적 문언과 비교해 볼 때,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따른 입법권의 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204) ICRC 주석에서도 점령국의 입법권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205) 그 결과 1949년 제네

바 제4협약 제64조는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서 허용되었던 입

법권의 범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효과를

수반하였다.206)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가 점

형벌 관련 입법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이기범,

전게논문(각주 1), p.107, 각주 26 참조.

202)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335.

203) 동 협약 기초위원회에서 채택된 초안 제55조(현행 제64조)와 관련하여, 소수위원에

의해 채택된 초안에서는 2항의 ‘제 규정’(provisions)이라는 문언 앞에 ‘penal’이라는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형벌’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다수위원에 의해 채택된 초안에서는 ‘penal’이라는 문언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

다. Final Record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f Geneva of 1949, Vol.Ⅲ,

pp.139-140, No.296.

204) Christopher Greenwood,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in Emma Playfair (ed.), Interna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Territories (Clarendon Press, 1992), pp.247-248;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98; Morris Greenspan, supra note 25, p.223;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ce, The Joint Service Manual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2004)(이하, U.K. Military Manual), p.284, para.11.25. Wolfrum은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비해 제네바 제4협약을 통해 입법권이 확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면서도, 그 근거로 동 협약 제64조가 아닌 제27조를 제시하

고 있다. Rüdiger Wolfrum, “Iraq - From Belligerent Occupation to Iraqi Exercise

of Sovereignty: Foreign Power versus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ference”,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9, 2005, pp.8-9, n.15. 다만,

Schwarzenberger의 경우에는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로 인해 점령국에게 허용되던 전

통적인 입법권의 범위가 확장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Georg

Schwarzenberger, supra note 81, p.194.

205)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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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법에 혁신적 요소들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 협약이 헤이

그 육전규칙 제43조의 문언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규율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하였다.207) 그러나 헤이그 육전규칙 입안당시에는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입법권의 범위가 협소한 의미였다 할지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실행에 따르면 사실상 그 범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었으므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는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헤이그 육

전규칙 제43조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나. 보존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범위

헤이그 육전규칙을 통해 제시된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사유는 ‘절대적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 제64조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예외사유는 첫째, 점령국 및 점령

군 또는 점령기관의 구성원과 그 재산의 안전, 둘째, 점령지역의 질서 있

는 통치 유지, 셋째, 동 협약에 의거한 제 의무의 이행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208)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된 ‘공공질서 및 시민생활의 회복 및 확보’ 의무는 궁극적으로 ‘점령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209) 제64조를 통해 제시된 보존주

206) Adam Roberts, supra note 16, p.587; Marco Sassòli, “Legisl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Civil Life by Occupying Power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No.4, 2005, pp.670-671.

207)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02.

208) Yoram Dinstein은 세 가지 예외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를 예

시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체적 점령 상황에 따라 입법이 허용될 수 있

는 추가적 사유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서

Dinstein은 점령지역의 법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는 상급법원으로 항소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16. 그러나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가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를 구

체화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제64조에 포함된 예외사유는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Dinstein이 제시한 사례

의 경우에도 이미 제시된 세 가지 예외사유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9)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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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대한 세 가지 예외사유는 국제인도법 체제 전반에 걸쳐 이루

어진 ‘military necessity’와 ‘인도적 고려’(humanitarian considerations)라는

상반된 가치가 비교형량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210)

(1) 점령국의 안전 (military necessity)

점령국은 ‘보존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점령군

또는 점령기관의 인원은 물론 그 시설이나 재산에 대한 안전을 위한 입

법도 포함된다.211)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 대한 ICRC 주석에서는 신

분증 휴대, 무기휴대 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에서부터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제한,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 금지, 심지어 주거 지정이

나 억류조치와 같은 엄격한 규제에 이르는 다양한 조치들을 허용 가능한

입법의 예로 들면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는 점령국의 재

량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212)

이와 같은 ‘안보상의 사유’야말로 점령국의 입법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점령군의 안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일반

적 복지와 권리에 대한 제한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213) 이에

따라 점령국의 안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투표권과 언론의 자유(검열),

거주․이전의 자유(야간통행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시민

적․정치적 권리 역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214)

심지어 일각에서는 점령국이 점령군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광범위한

입법권을 향유할 뿐 아니라, 그 권한에 정부기관을 변경하는 입법까지도

210) Yoram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3rd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8-12.

211)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12.

212)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207.

213) Yoram Dinstein, supra note 201, p.12.

214)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98; Morris Greenspan, supra note 25,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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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라크 점령

당시 바트체제는 점령국 미국에게 안보상의 위협을 야기하였으므로, 당

해 정부기관이 해체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215)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순전히 점령국의 주관적 편의에 기

초한 것으로 안보상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장시킴으로써 점령법상의 ‘보

존주의 원칙’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안보

상의 사유’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입법권의 범위는 점령국 자신의

주관적 편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오

로지 ‘military necessity’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에 비례하는 조치만

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6)

(2)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

“점령지역의 질서 있는 통치 유지”에 기초한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사

유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명시된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이 또한 점령국의 입법권 행사를 정

당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회복’

과 ‘보장’이라는 각기 상이한 용어가 사용된 것은 동 조항이 두 가지 목

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 조항은 첫 번째로 공공질

서와 시민생활을 적대행위로 인해 파괴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의

무와 함께, 두 번째로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지속을 ‘보장’할 의무를 동

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217) ‘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점령국에게

215) John Yoo, “Iraqi Reconstruction and the Law of Occupation”,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Vol.11, No.1, 2004, pp.18-19.

216) Hilaire McCoubrey & Nigel D. White, International Law and Armed Conflict
(Dartmouth, 1992), p.283.

217) HCJ 393/82, Jami’at Ascan al-Mu’aliman Altauniya Almahduda Almasauliya
Cooperative Society v. The Military Commander in the West Bank (1983)(이하,

The Jami’at Ascan case) 37(4) PD 785 in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14, 1984, p.306; HCJ 337/71, The Christian Society for the Holy Places v.
Minister of Defense (1971)(이하, The Christian Society case) 26(1) PD 574 in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2, 1972,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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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있는 재량은 다소 제한적인 것임에 반해, ‘보장’ 의무의 이행

을 위해서는 점령국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점령국

의 권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

제가 제기된다.218) 특히 ‘장기적 점령’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

을 위해 요구되는 개별적 의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할

것이다.219) 구체적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으로도 그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회복 및 보장의무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와 ‘시민생활’ 간에도 구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의 회복 및 보장에

비해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권한의 범위가 보다 광

범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의 정본인 불어본에서 제43조의 ‘l'ordre et la vie public’이라는 문언은

영어본에서 ‘public order and safety’로 오역된 것이었다.220) 만약 ‘안전’

(safety)라는 문언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는 사실상 ‘공공질서’(public

order)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l'ordre’와 ‘la vie public’ 간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1874년 브뤼셀 선언 당시에도 ‘l'ordre’는

안보와 일반적인 안전을, ‘la vie public’은 사회적 기능과 일상생활을 의

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221) 결국 ‘공공질서’가 점령군의 안보와 일

반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민생활’은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22)

결국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

는 점령국의 권한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민

218) Eyal Benvensisti, supra note 2, p.78.

219)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399.

220) infra note 271.

221) Actes de la Conférence de Bruxelles de 1874 sur le projet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concernant la guerre (Imprimerie de l’Académie Royale de Belgique,

1874), p.110.

222) David Kretzmer, supra note 19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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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일 경우 그 권한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점령국이 보장해야 하는 ‘시민생활’이라는 개념은

점령지역 주민들의 인도적 보호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점

령국이 구체적 상황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점령지

역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상황에 따라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

여 적극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시사하기 때문이

다.223) 더욱이 이른바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는 점령국에 대한 입법재량

이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224) 실제 국가실행에

있어서 점령국들이 동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사한 권한 역시 실제 주

권국이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225) 특히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이라는 표현

자체의 광범위한 성질에 비추어볼 때, 이는 점령군의 ‘military necessity’

에 기초한 사유에 비해 그 입법권을 보다 확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점령국에게는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약탈이나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파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형법에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것

이 허용될 뿐 아니라,226) 화폐유통이나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에 대해서도 규율이 가능할 것이다.227)

(3)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상의 의무 이행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 2항은 “점령국은 점령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국이 본 협약에 의거한 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수적인 제 규정에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항은 ‘m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 협약 제1조는 체약국들로

223)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401.

224) Adam Roberts, supra note 14, p.94.

22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79.

226)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78.

227) 2003년 이라크 점령 당시 CPA 역시 이와 같은 사유에 근거한 조치들을 다수 시행

하였다. 예컨대, CPA 명령 제31호, 제43호, 제86호 등 참조.



- 63 -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점령국에게는 동 협약을 이행할 ‘권리’를 향유할 뿐 아니라 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28)

제네바 제4협약 제27조-제34조, 제47조-제78조는 특히 점령지역 주민

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동 협약이 “점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229) 이는 주로 아동복지, 노동, 식량, 위생, 공중보건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현지법 폐지는 물론 보호대상자들의 권리

에 대한 효과적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입법에 이르기까지 점령국에게 광범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와 비교해 볼 때 제네바 제4협약상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점

령국에게 부여된 입법권의 범위는 매우 확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30)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각에서는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사유가

제네바 제4협약상의 의무 이행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습국제인도법상

의 여하한 의무 이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적절히 지

적하기도 하였다.231) 따라서 점령지역의 현지법이 제네바 제4협약에 부

합되지 않을 경우, 점령국은 반드시 당해 법령을 수정․폐지 또는 정지

시키거나 필요시에는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는 특히 점령국은 제네바 제4협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현지

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32)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영국 점령 하에서 제정되었던 구법령인 국방비상규정을 원용

하여 이스라엘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행한 팔레스타인 거주지와 사유재산

파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233)

228) Yoram Dinstein, supra note 201, p.7.

229)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2

230) Christopher Greenwood, supra note 204, p.247.

231) Yoram Dinstein, supra note 201, p.6.

232) Ibid., p.7;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33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233) Yoram Dinstein, supra note 20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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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별 국가에 의한 점령양상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제1절 현대전의 양상 변화와 점령법 적용 회피 경향

종래 법적인 의미에서 ‘전쟁상태’(state of war)의 존재는 공식적인 전

쟁의 선언을 통한 당사국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함으로써 여하한 사실상

의 전투행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었다.234) 그러나 1949년 제네바 4개협

약 공통 제2조에 따라 ‘전쟁’이라는 용어가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로 대체

됨으로써 전쟁의 선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모든 실질적 적대행

위들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235) 그 결과 사실상 대부분의 점령에 제

네바 4개협약이 적용되게 되었으며,236) 국제점령법 체계는 군사적 저항

을 받지 않는 소위 ‘평시점령’(pacific occupation) 상황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237)

그러나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점령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확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령현실은 그와 같은 규범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즉, 점령법의 적용범위가 명시적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실행 차원에서 점령법이 적용된 사례는 오히려 감소되었던 것

234) 1907년의 ‘적대행위의 개시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3협약) 제1조는 “체약국은 이유

를 제시한 선전포고 또는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통첩 형식의 명시적인 사전

경고 없이는 상호간에 적대행위를 개시하지 못함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전문(全文)은 Dietrich Schindler & Jiří Toman (eds.), supra note 109, pp.57-59 참

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

다. Jann K. Kleffner, “Scope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46, para.203.

235) Robert Kolb & Richard Hyde, supra note 7, pp.16-17.

236) Grant T. Harris, “The Era of Multilateral Occupation”,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1, 2006, p.6; Nicholas F. Lancaster, “Occupation

Law, Sovereignty,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Should the Hague Regulations and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Still Be Consider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litary Law Review, Vol.189, 2006, pp.56-57.

237) Adam Roberts, supra note 9, p.253.



- 65 -

이다. 점령법의 적용범위 확대가 실제 점령 현실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1949년 이후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의 발생이 드물어졌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2009년 인간안보 보고서’(Human

Security Report 2009)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연평균 6.5건에 이르던 국

제적 무력충돌은 1980년대에 연평균 3건으로, 2000년대에는 1건 미만으

로 감소했다.238) 반면,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웁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

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에 의하면 1989-2004년 사이에 발생

한 전 세계의 무력충돌은 총 118건으로, 그 중 76%에 해당하는 90건이 순

수한 ‘내전’이었다.239) 이른바 ‘비국제적 무력충돌’(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로 분류되는 ‘내전’(civil war) 상황에서는 국제점령법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그 적용범위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설령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

시 고전적인 형태의 점령이 수반된 것도 아니었다. 1962년 중국-인도 국

경분쟁,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1980-1988년 이란-이라크전쟁 등의

경우, 분쟁은 대체로 신속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실효적인 점령상황

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의 채택

직후 1950-1953년에 발생한 한국전쟁과 같이 무력충돌의 성격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240)

더구나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및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

서 발효 이후, 국제적 무력충돌로 인해 실효적 점령이 수반된 경우에도

238)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Human Security Report 2009). <http://bit.ly/2ll6sS8> (최종검색일

2017.10.25.)

239) Lotta Harbom &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 and Its International

Dimensions, 1946-2004”,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42, No.5, 2005, p.624.

240) 한국전쟁의 법적성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hould the Laws of War Apply to

United Nations Enforcement Action?”,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roceedings, Vol.46, 1952, pp.216-220; D.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 of United Nations Practice (Stevens & Sons, 1964), 53-56; Finn

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Law of Peace and War (A.W. Sijthoff,

1966), pp.182-189; 안준형,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한국전

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3호(2016),

141-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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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점령국들은 경우에 따라 점령지역에 대한 권원을

주장함으로써 점령국의 지위를 부정하기도 하였으나(1975년 인도네시아

의 동티모르 점령, 1975년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점령,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령지역의 ‘토착정부’(indigenous

government)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점

령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점령국은 점령지역에 이미

존재하던 정부를 활용하거나(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새로

운 토착정부의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점령, 2001년 미국주도 연합국의 아프가니스

탄 점령), 또는 더 나아가 새로운 주권국가 수립을 조장하는 방식(1971년

인도의 방글라데시 점령, 1974년 터키의 북사이프러스 점령, 2008년 러시

아의 조지아 점령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 우간다의 경우 콩고민

주공화국에서 반군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를 적극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실

효적 지배를 행사함으로써 점령국의 지위를 회피하고자 하였다.241)

이와 같은 현상은 전쟁양상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냉전

이후 가속화된 ‘내전’ 상황은 ‘외부국가의 개입’이라는 특징을 띠게 되면

서 근본적인 분쟁은 주로 제3세계 국가들에서 강대국들의 대리에 의해

수행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특정 국가의 정부나 반란

군에 대한 제3국의 지원을 통하여 외견상 전형적인 ‘비국제적 무력충돌’

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242)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정규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 방식의 전쟁요소는 ‘비대칭적․비정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양상으로 변화되었다.243) 미․소 냉전기간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무력충돌의

241) 제네바 제4협약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점령사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166-298 참조.

242) Sandesh Sivakumaran, The Law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22.

243)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라는 용어는 물리력을 동반한 통상적인 전쟁 양상

이 아니라, 테러리즘, 사이버전, 폭동,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획책된 교전

행동, 대중 선전선동 활동을 포함한 심리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최근 우크라

이나 사태에서 푸틴이 주도한 러시아의 개입 양상이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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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 가량은 전통적인 국가 간의 대칭전이 아닌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이었다.244) 이와 같은 비정규군의 저항에 대한 우려와 점령지역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난점으로 인해 오늘날 점령국은 직접 지상군

을 파병하여 점령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할 유인동기를 상실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점령국들은 점령지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여 토착정부

의 ‘요청’(invitation)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거나 비국가행위자들을 대리자로

활용하여 점령영토의 일부를 통제하는 등의 ‘사실상의 점령’(virtual occupation)

을 통해 점령국의 지위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245) 점령지

역에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기

존의 국제인도법 규범들이 민간인 보호에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246)

브리드전을 구사하는 적군은 통상 습격(raid), 매복(ambush), 암살(assassination), 적

민간주민에 대한 테러 또는 테러의 위협과 같은 ‘비정규전’을 주로 사용하지만, 생물

학 무기(biological weapons)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위성대항체계

(counter-satellite system) 또는 사이버 공격 등의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부분

의 기반시설이나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불확실성과 공황, 물리적․

사회적 효과를 야기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정치적 압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격대상

을 군대와 국가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기반시설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전은 순전히 폭력적인 수단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적의 정치적 의지

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위하여 현대 정보환경을 교묘히 활용한다. 일찍이 프로이센

의 군사이론가였던 Clausewitz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적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을 공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듯이,

하이브리드전은 여론과 국가의 정치수뇌부로 귀결되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무게중심

을 공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Dean A. Burbridge,

“Employing U.S. Information Operations Against Hybrid Warfare Threats”,

Strategy Research Project, 2013, pp.11-13;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pp.1-72; 박일송․나종남,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 새로운 전쟁 양상?”, 『한

국군사학논집』, 제71집 제3권(2015), 11-17쪽 참조.

24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van Arreguí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26, No.1, 2001,

pp.93-128 참조.

24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53, 72-73, 168.

246) Breven C. Parsons, “Moving the Law of Occupation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Naval Law Review, Vol.57, 2009,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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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령기간의 장기화와 점령국의 권한 확대 경향

Ⅰ. ‘장기적 점령’ 양상의 출현과 그 배경

오늘날 국제점령법의 핵심규칙에 해당하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일시적인’ 점령상황을 전제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점령상황

은 단기적 점령이라는 기본전제에 근본적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입안자들은 점령이 평화조약 체결 전까지의 일시적인

기간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점령국에게 ‘수탁자’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하였으나, 오늘날의 점령국들은 타국 영토의 점령에 대하여 정치․

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서 점

령지역의 경제활동과 시장규제 및 사회복지에 대해서까지도 적극 개입하

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점령은 더 이상 단순한 무력충돌의 결과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247) 오늘날의 국가실행이 ‘점령의 장기화’로 나타

난 것은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장기화된 점령이 주로 외국의 영토와 자원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됨

으로써 점령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점령’(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경멸적인 의미’(pejorative

connotation)를 함축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점령국들이 사실상 자국의

권력 하에 놓여진 영토를 ‘점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248)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입안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장기간의 점령상

황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미 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비교적

247)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입안 당시에만 하더라도 ‘점령’은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의 점령 양상은 그와 같은 ‘전시 점

령’(belligerent occupation)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다. Adam Roberts는 ‘전시 점령’을

포함하여 최소한 17가지의 점령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Adam Roberts, supra
note 14, p.51.

248)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01; Fabio Mini, “Liberation and Occupation: A

Commander’s Perspective”,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35, 2005,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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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시기에 발전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단기간의 점령이 일반적

이었으므로 점령국에게는 축출된 정부를 대신하여 완전한 정부로서의 부

담이 강요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점령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전후 점령조치의

법적 결과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세부규칙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기존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249) 관련 규범에

서도 점령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헤이그

육전규칙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의 점령을 상정하고 있었으므로 점령국의

군사적 이익과 적국과의 평화조건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령

국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250)

그러나 실제 국가실행에 있어 1945년 이후 발생한 점령상황 가운데 상당

수는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점령,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뿐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터키의 북키프로스 점령

과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점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가장 오

래된 점령사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이미 50년을

경과하였다.25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과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

또한 장기화된 점령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성격은

여타의 장기적 점령과 특별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별도로 후술

하기로 한다.

Ⅱ. 점령국의 권한 확대 경향과 국제점령법 적용의 문제

점령의 장기화는 점령국의 권한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한 문제를

야기한다. 점령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점령국은 현지 주민들의 복지를 유

249) D.A. Graber, supra note 47, pp.290-291.

250)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55.

25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dam Roberts, supra note 14, pp.48-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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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전개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민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개

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점령국에게는 건강, 교

육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 인프라와 서비스 등에 대한 장기

적인 변화를 도입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서 일각에서는 점령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황을 동결

시키고 그 적응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52) 도로건

설, 고등교육, 수자원 이용, 전력발전은 물론 변화하는 국제시장과의 융

합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기관의 설립 등은 근본적으로 급진

적이고 점령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무한정 연기될 수만은 없을 것

이다.253) 점령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점령법에 기초한 현상유지를 고수

할 경우 정치․사회․문화․경제를 아우르는 생활 전반에 정체가 이루어

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

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54) 사실상 점령지역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점령국뿐이므로, 이와

같은 장기적 점령상황에서는 점령국에게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 있

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테제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

과 관련하여 Adam Roberts는 적대행위가 급격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점령상황을 가리켜 이른바 ‘장기적 점령’(prolonged

occupation)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필

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55)

252)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46;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79;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20.

253) Adam Roberts, supra note 14, p.52. “인간의 존재는 유기적 성장을 요구하므로 국

가가 (그 사회를) 무한정 답보상태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결정이 취해져야

하고, 정책이 입안되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견해 역시 장기적 점령상황에서 일정한

변형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 Morris Greenspan, supra note 25, p.225.

254) Orna Ben-Naftali, et al., “The Illegality of the Occupation Regime: The Fabric

of Law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 Adi Ophir, et al.(eds.), The
Power of Inclusive Exclusion: Anatomy of Israeli Rul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Zone Books, 200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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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적 점령’은 점령의 일시성과 기존의

법적 상태 유지라는 점령법의 기본전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

제점령법, 특히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이와 같은 점령상황에

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이와 같은 점령상황을 별

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른바 ‘장기적 점령’ 상태에서는 상이한 법체계

가 작동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단

기간의 점령기간을 상정하고 있었던 만큼, ‘장기적 점령’ 상황을 규율하

는 조항은 두지 않고 있었다. 이와 달리,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서는

장기적 점령상황을 고려하여 제6조에 “점령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본 협

약은 군사행동의 일반적 종료 일년 후에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

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점령국이 점령기간 중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한도

내에서 점령문제를 다루는 조항들의 상당부분들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이 ‘장기적 점령’시 점령국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명확

히 하는 데에는 특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256)

반대로 ‘장기적 점령’ 상황에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

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257)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은 ‘장

기적 점령’시 적용되는 규칙들이 감소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점령국의 입법권을 규율하는 제64조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조항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

추가의정서의 채택으로 이른바 ‘1년 후 종료 규정’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점령국이 동 의정서의 당사국일 경우 국제점령

법은 ‘장기적 점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58)

255) Adam Roberts, supra note 14, p.47.

256)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44.

257) Christopher Greenwood, supra note 204, p.263.

258)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의 ‘일년 후 종료규정’과는 달리, 1977년 제네바제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조 2항에서는 제네바 4개협약 및 동 의정서의 적용이 점령의

‘종료시’에 중단된다는 상반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의정서의 당사국일 경우

‘일년 후 종료규정’은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의 당사국이면서도 아직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닐 경

우에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의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



- 72 -

결국 문제는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도 점령법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른바 ‘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된 권한의 범위

가 ‘장기적 점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UN 총회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장

기적 점령’이 점령법상 점령국의 권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

이 아니므로 2004년 Palestinian Wall case에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의

적용여부가 다루어진바 있었다. 이 사건에서 ICJ는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의 문리

해석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같은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는 당해 조항에 열거된 조항들

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 점령국의 책임이 감소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185, paras.125-126. 제네바 제4협약 제6조에 따르면 군

사행동의 일반적 종료 1년 이후에는 총 159개 조항 중 43개, 특히 ‘점령지역’을 다루

는 제3부(Section Ⅲ)에 속하는 조항 중에서는 총 32개 조항 중 23개 조항만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는 9개 조항 중에는 아동 보육 및 교

육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및 의료품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데, 1949년 당시 동 협약의 입안자들이 점령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점령이 ‘장기화’될 경우 그와 같은 보호를

포기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실 협약 입안자들이 가정했던 상황은 독

일․일본의 점령사례와 같이 점령이 장기화되면 그 책임은 상당부분 점령지역의 기

관으로 이전될 것이며 점령국의 엄격한 조치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므

로, 그에 따른 의무 역시 경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Final Record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f Geneva of 1949, Vol.Ⅱ-A, pp.623-625;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p.62-63. 따라서 점령법은 점령국의 ‘실효적 지배’가 상실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의 규정은 폐기된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Bothe, Partsch 및 Solf는 협약 제6

조 3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점령이라는 맥락에서 입안된 특별한

‘임시규정’(ad hoc provision)에 불과하므로 이를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

으며, 실제로 1972년 대다수의 정부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시간적 한계를 폐지할 의

사를 표명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Michael Bothe, et al., New Rules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s– Commentary on the Two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2),

p.59. 다만,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에 대한 제한적 해석에 대해서는 동조하

면서도, 아직까지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조 2항이 관습국제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제네바 제4협약 제

6조 3항의 효력을 자동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obert Kolb, “Étude sur l’occupation et sur l’article 47 de la Ⅳème

Convention de Genève du 12 août 1949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Civiles en Temps de Guerre: le Degré d’intangibilité des Droits en Territoire

Occupé”, Afric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0, 2002, p.295. 2005년 ICRC

에서 수행된 관습국제인도법 연구에서도 상기 두 가지 상반되는 규정 중 어떠한 것

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Jean-Marie Henckaerts &

Louise Doswald-Beck, supra note 148, pp.299-383, 42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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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랍 점령지역 국가자원에 대한 영구주

권’에 관한 일련의 UN 총회 결의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른바 ‘점령국’으로

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을 비롯한 국제점령

법에 구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랍 점령지역에서의 자원 및 재산의

착취와 경제활동이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있다.259) 또한 ‘지중해-사해간

운하건설 계획’에 대한 일련의 결의에서도 동 계획이 이스라엘 점령지역

인 가자지구(Gaza Strip)를 통과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는 국제점령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60) 특히 이스라엘의 실행을 조사한

UN 총회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한 UN 총회 결의에서는 점령지역에

서의 과도한 세금부과, 공용재산․사유재산의 수용 및 몰수, 점령주민의

교육체계와 경제․사회․보건 발전 문제에 대한 간섭, 천연자원 및 재산

에 대한 착취 등의 점령정책이 불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261)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국제사회는 점령지역에 근본적 개혁을 허용하지 않는

‘보존주의 원칙’이 ‘장기적 점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적 점령을 ‘전시점령’(belligerent occupation)이라기보다 오

히려 ‘평시점령’(pacific occupation)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경우,262) 점령국

에게 허용되는 권리는 고전적인 전시점령의 경우에 비해 축소된다는 논

259) UN Doc. A/RES/3175(XXVIII) (1973); UN Doc. A/RES/3336(XXIX) (1974);

UN Doc. A/RES/3516(XXX) (1975); UN Doc. A/RES/31/186 (1976); UN Doc.

A/RES/32/161 (1977); UN Doc. A/RES/34/136 (1979); UN Doc. A/RES/35/110

(1980); UN Doc. A/RES/36/173 (1981); UN Doc. A/RES/37/135 (1982); UN

Doc. A/RES/38/144 (1983).

260) UN Doc. A/RES/36/150 (1981); UN Doc. A/RES/37/122 (1982); UN Doc.

A/RES/38/85 (1983); UN Doc. A/RES/39/101 (1984); UN Doc. A/RES/40/167

(1985).

261) UN Doc. A/RES/41/63 (1986), D.

262) 무력충돌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점령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평시점령’(pacific

occupation)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점령이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로서 좁은 의미로는 ‘동의에 의한 평시점령’ 유형에만 사용되나, 넓은 의미에서는 ‘강

제적인 평시점령’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평시점령은 전시

점령과는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이며 통상 조약에 명시된 기간 혹은 특정 목

적이 성취될 경우까지 이루어진다는 점, 평시점령의 경우 점령국의 권한이 전시점령

의 경우에 비해 축소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안준형,

전게논문(각주 23), 112-1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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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도출될 수도 있다.263) 전시점령 상황에서는 점령국이 적국인 피점

령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시점령 상황에서는 부

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들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264) 마찬가지로 ‘장기적 점령’은 단기적 점령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 점령 자체를 ‘불법 점령’(illegal occupation)이라는 독특한 유형으로

전환시킨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265) 점령이 장기화될수록 점령국의

권리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와 정반대로, 점령이 장기화되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예외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266) 국제점령법상 점령국에게 부과

된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 의무는 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예외로서의 ‘절대적 금지’

(empêchement absolu)의 의미를 ‘military necessity’로 제한하는 것은 지

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며, 특히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유지하게 되면 점령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화된 점령상황에서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

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empêchement absolu’의 의미를 ‘necessity’ 내

지 ‘absolute necessity’라는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점령국에게

263)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였던 Adam Roberts 역시 점령국에게 정부체제나 경

제적 변화와 같은 일정 영역에 있어서 급격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권

한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Adam Roberts,

supra note 14, pp.52-53.

264) 특히 평시점령은 특정 협약에 의해 규율되므로 점령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통상 협약에 명시된 범주 내로 한정되고,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전시점령에서 점령국이 갖는 권리 그 이상으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전

시점령과 평시점령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F. Llewellyn Jones,

“Military Occupation of Alien Territory in Time of Peace”, Transactions of the
Grotius Society, 1923, pp.158-160를 참조.

265) Orna Ben-Naftali, et al., “Illegal Occupation: Framing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No.3, 2005, pp.559-608.

266) Albert Leurquin, “L'Occupation Allemande En Belgigue Et L'Article 43 De La

Convention De La Haye Du 18 Octobre 1907”, International Law Notes, Vol.1,

No.4, 1916, p.55; Ernst H. Feilchenfeld, supra note 133, p.49;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79;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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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67) 국제점령법 규범

은 본래 단기간의 점령상황에 적용될 것을 전제하여 입안된 것이므로,

장기간 지속되는 점령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점령상황의 경우보다 완화된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68)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

하여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장기화된 점령상황을 통상적인 ‘전시

점령국’(belligerent-occupant)과 구별되는 ‘수탁자로서의 점령국’(a trustee

-occupant)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경우 다소간의 광범위한 권한이 허

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69)

197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대법원은 ‘장기적

점령’이라는 맥락에서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를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점령이 시작된 지 불과 5년 만인 1972년 3월, 이스

라엘 대법원은 The Christian Society case에서 기존의 요르단 노동법을

개정하는 점령군 지휘관의 명령이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권한을 남

용한 것인지 여부를 다루었다.270) 여기서 대법원은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의 정본인 불어본에서 제43조의 ‘l'ordre et la vie public’이라는 문

언이 영어본에서 ‘public order and safety’로 오역되었다는 견해를 수용

하여 이를 ‘public order and civil life’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서,271) ‘시민생활’(civil life)에는 ‘상업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다수견해는 ‘장기적 점령’시

267)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p.400-401.

268) William Thomas Mallison & Sally V. Mallison. The Palestine Problem in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Longman, 1986), p.260.

269) Allan Gerson, “Trustee-Occupant: The Legal Status of Israel's Presence in the

West Bank”,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4, No.1, 1973, pp.1-49.

270) The Christian Society case, supra note 217, pp.354-356.

271) 1945년 Edmund H. Schwenk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 관련하여 정본

인 불어본에 대한 영어본의 번역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공식 번역문인 ‘public order

and safety’ 대신에 ‘public order and civil life’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

다. Edmund H. Schwenk, supra note 183, p.393. 이후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수용하여 ‘l'ordre et la vie public’이라는 문언을 ‘public order and civil life’로 번역

하여 사용하고 있다.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68;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p.663-664; 이기범, 전게논문(각주 1),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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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이 동결되어 이를 시대상

황에 부합하게 적응시키지 않게 되면 점령당국은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따른 제한사항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점령상황에서 민간주민의

복지를 회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

는 한’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272)

이 판결 직후인 1972년, Yoram Dinstein은 Tel Aviv 대학 법학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견해

에 동조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

규칙 제43조의 ‘empêchement absolu’는 ‘necessity’라는 문언과 동일한 의

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점령국의 정당한 이익’ 또는 ‘점령지역

주민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사유만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Dinstein은 본래 ‘점령국의 정당한 이익’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여된 권한

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지만,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는 그보다 ‘점령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우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273)

이 견해는 1983년 이스라엘 대법원의 The Jami’at Ascan case에서 직접

인용되면서 이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를 적용한 사건들에서도 계속

원용되었다.274) 이후의 사건들에서도 앞서 언급된 2건의 판례들과 동일

한 논거가 계속 유지되었다.275) 결국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른바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 점령국이 입법을 변경하는 주된 ‘동기’

(motive)가 점령국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

272) The Christian Society case, supra note 217. 같은 해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논거가 유지되었다. HCJ 256/72, Electricity Company for Jerusalem District
v. Minister of Defense (1972) 27(1) PD 124 in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11, 1981, pp.354-358.

273) Yoram Dinstein, supra note 201, pp.505-507. Mazen Quipty,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s Reflected in the Judgement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in Israel”, in Emma Playfair (ed.), Interna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Territories (Clarendon Press, 1992), pp.93-94에

서 재인용.

274) The Jami’at Ascan case, supra note 217, p.301.

275)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dam Roberts, supra note 14, pp.7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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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점령국은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의

미와는 달리 광범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다.276)

그러나 입법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점령국이

며 그 해석을 검토하는 공인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장기적 점령’을 이유로 한 점령국의 권한 확대가 남용될 가능성

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77) 따라서 점령국에

의한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그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

분과 반대로 제한되어야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립적 해결책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78)

제3절 변형적 점령과 점령법 적용의 불확실성 증대

Ⅰ. ‘변형적 점령’ 개념의 출현배경과 그 정의

1899/1907년 국제점령법의 성문화 당시 헤이그 육전규칙의 입안자들

이 전제했던 점령모델은 단순히 영토를 일시적으로 통제 및 관리한다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점령청에게는 ‘자신의 안보상의 이

익’(military necessity)과 ‘축출된 정부의 이익’(기존 법과 제도의 유지), ‘점

령지역 현지주민의 이익’이라는 세 가지 이해관계 간의 충돌을 조정할 것이

요구되었다.279) 그러나 2006년 Adam Roberts가 ‘변형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이라고 처음 명명한 특별한 점령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이해관

계 간의 조정은 요구되지 않는다.280) 그와 같은 특별한 점령 상황에서는

276) David Kretzmer, supra note 191, p.63.

277)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74.

278) 同旨 Adam Roberts, supra note 14, p.53.

279)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69.

280) Adam Roberts, supra note 16, p.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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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이 상정하고 있었던 일시적․현상유지적 상황과

는 달리, 점령국이 ‘자유민주적’(liberal democratic) 질서 수립을 목적으

로 고유한 법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기존 규범체계에 대한 급격한 변경

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형적 점령’이라는 개념은 2003년의 이

라크 점령과 같이 독재 치하에 있었거나 실패한 국가에 있어서 그 헌법

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법적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more democratic and peaceful state) 것을 고유목적으

로 하는 점령상황으로 정의되었다.281)

본래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는 용어가 갖는 포괄적 의미를 고려

한다면, 이른바 ‘변형적 점령’ 개념을 자유민주적 질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만 한정하여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점령국이

점령지역을 일시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 등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불

문하고 이들은 모두 ‘변형적 점령’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변형적 점령 개념을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때, 역사적으로

매우 많은 점령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해방

자’(liberator)로서 기존 체제의 ‘변형’이 점령의 목적으로 원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90년 당시 혁명

프랑스는 정복전쟁을 포기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하

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군주제 붕괴를 위한 해방전쟁을 추구하였다.282) 실

제로 그와 같은 이상이 추후의 실행을 통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억압된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변형적 수단으로 ‘점령’이 활용될 수 있다

281) Id. ‘변형적 점령’은 점령지역에서 점령국에 의한 급진적인 변형 정책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른바 ‘교전법규’(jus in bello)의 문제이므로 ‘개전법규’(jus ad
bellum) 하에서 변형적 목적의 무력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후자의 경우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의 문제와 결부지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Ibid., p.581.

282) Martti Koskenniemi, “Occupied Zone - A Zone of Reasonableness?”, Israel Law
Review, Vol.41, Nos.1&2, 2008,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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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77-1878년 러시아의 불가리

아 점령,283) 1914-1920년 영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점령284) 등의 경우에

283) 1877년 4월 24일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하면서, 그 목적이 불가리아의

기독교도들을 비인도적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Davide

Rodogno, Against Massacre: Humanitarian Interventions in the Ottoman Empire,
1815-19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164. 러시아는 점령 직후 지방 행정

체계를 기독교도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나, 이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unless

necessary) 기존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령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

다. 영국과 투르크 정부로부터 러시아가 브뤼셀 선언에 포함된 ‘보존주의 원칙’을 위

반하였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러시아의 외무부 관리이자 저명한 국제법 학자였던

Fedor de Martens는 그의 저작 『평화와 전쟁』(La paix et la guerre)을 통해 러시

아 점령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는 러시아의 점령 목적이 ‘파괴’를 위

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것이며 오스만 제국의 규칙으로부터 기독교도들을 보

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브뤼셀 선언의 제 원칙은 현지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적용이 주민들에게 오로지 피해만 야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Fedor de Martens, La
Paix et la Guerre (N. de Sancé trans., Arthur Rousseau, 1901), pp.243, 268,

278-279. 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된 목적이 특정 지방을 병합하는 것이거나, 그 정부

를 변화 또는 개선시키는 데 있을 경우 ‘변형적 정책’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하기도 하

였다. Fedor de Martens,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t.Ⅲ (Alfred Leo trans.,

1887), p.257.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40에서 재인용. 그러나 당해 전쟁의 실

질적 목적은 발칸반도 진출을 통한 새로운 영토 획득, 해협에 대한 통제권 확보, 정

통신앙을 가진 슬라브족과의 유대감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Davide Rodogno, op.
cit., pp.164-165; Barbara Jelavich, The Ottoman Empire, the Great Powers, and
the Straits Question, 1870-1887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pp.89-96 참조.

284) 1914년 10월 오스만 제국과 영국 간의 전쟁 발발을 시작으로, 1918년말 영국 원정

군은 바스라(Basra, 1914년 11월), 바그다드(Baghdad, 1917년 3월), 모술(Mosul,

1918년 11월) 세 지역을 모두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Peter Sluglett, Britain in Iraq:
Contriving King and Countr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4 바스라 점령

당시 영국 원정군 최고사령관(General Officer Commanding-in-Chief)이었던 Percy

Cox는 더 이상 터키 잔당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영국의 지배 하에서 주민

들이 자유와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선언하며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자

처하였다. Iraq Civil Commissioner, Review of the Civil Administration of
Mesopotamia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20), p.3. 점령 직후 영국은 바스라,

바그다드 및 모술로 삼분되어 있던 지역을 현재의 이라크 지역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오스만 제국에서 수립된 지방의회를 비롯한 기존 기관들을 폐지하고 행정체계를 새

롭게 개편하는 등 광범위한 변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Charles Tripp, A History of
Iraq, 3rd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36; Iraq Civil Commissioner, op.
cit., pp.103-104. 이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보존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

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당해 점령지역의 민정장관(civil

commissioner)을 역임한 바 있었던 Arthur Wilson은 1932년 자신의 논문을 통해 점

령당시 유일한 지침이었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영국군에게 실용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헤이그 육전규칙은 당시 영국군이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들만을

금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Arnold Wilson, supra note 9, p.18. 그러나 미국측

의 우려 표명에 영국 정부가 점령의 잠정적 성격을 인정하는 해명을 전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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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령국들은 해방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며 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

칙’을 위반하고 ‘변형적’ 정책의 수행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역시 점령지역의 기본적인 법제들을 변경하고 독일의

재판소를 비롯한 법체계를 도입하거나 소급적인 형법규정을 제정하는 등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상의 ‘보존주의 원칙’에 반하는 ‘변형적’ 정책을 광

범위하게 추진하였다.285) 구 소련의 지도자 Josef Stalin이 “어떠한 점령국

이든 그 힘이 미치는 데까지 자국의 사회제도를 강요하는 법이다”라고 술

회한 바 있듯이,286) 기존 체제에 대한 ‘변형적’ 형태의 점령은 18세기 프랑

스 혁명 이후에도 다소 다른 맥락에서 줄기차게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로 이어지는 국제점령법 체계는 근본적으로

현상유지적 관점에 입각한 ‘보존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광의의 ‘변형적 점령’ 정책은 관련규칙(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

조,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상 언제

나 ‘보존주의 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CRC 전문가 보

고서에서도 ‘변형적 점령’의 개념을 “점령지역의 제도적․정치적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여 그 개념을

광의의 의미로 파악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현행 국제인

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87)

당해 점령이 헤이그 육전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하였다.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Correspondence Between His Majesty's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Respecting Economic Rights in Mandated Territories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21), p.6, para.11. 뿐만 아니라, 당해 점령의 주목적은

해방자로서의 변형이 아니라, 페르시아 만에서 영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 인도로 향

하는 항공로 확보, 영국 해군의 수요 충족을 위한 막대한 양의 원유공급 가능성 등에

기인하고 있었다. Peter Sluglett, op. cit., p.6.

285) 기타 상세한 내용은 Raphaë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 2nd ed.(The Lawbook

Exchange, 2008), pp.12-14 참조.

286)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Michael B. Petrovich trans., Harcourt,

Brace and World, 1962), p.114. Simon Chesterman, “Occupation as Liberati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Regime Chang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18, No.3, 2004, p.61에서 재인용.

287)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12(“the concept of transf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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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변형적 정책의 수행은 일반적으로 점령법에 위반되는 것으

로서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나, 2003년의 이라크전을 계기로 국제사

회에서는 그와 같이 엄격한 국제점령법 체계에 제한적이면서도 일정한

예외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라크 점령 사

례와 같이 독재정권의 붕괴로 정치․경제․사법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는 궁극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체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국제점령법은 그와 같은 변형조치를 허용하지 않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변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었

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및 일본 점령에서의 실행들이 재조명되

면서 국제점령법에 대한 발전적 해석 내지 법체계 자체에 대한 개정 필

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88)

오로지 자유민주적 목적으로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서의 ‘변형적 점령’

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6년 Adam Roberts의 논문을 통해

서였으나, 국제점령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변형적 정책 수행이 정

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2003년 이라크전 직후부터 이미 제기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David Scheffer는 “점령법을 넘어서”(Beyond

Occupation Law)라는 논문을 통해 이라크 점령은 전형적인 점령사례와

는 달리 독재적․범죄적 체제로부터의 해방에 따른 변형을 목적으로 이

루어진 과정 자체이므로 점령법 역시 현실적 요구에 적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89) 특히 안보리 결의 제1483호는 점령국에게 영토

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통해 이라크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들

occupation was defined as an operation, the main objective of which was to

overhaul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tructure of the occupied territory, often to

make it accord with the occupying power’s own preferences.”)

288) Brett H. McGurk, “Revisiting the Law of Nation-Building: Iraq in Transitio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5, No.2, 2005, p.463;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p.848-849; John Yoo, supra note 215, pp.7-22; Hilary Charlesworth,

“Law after War”,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 No.2, 2007, p.233;

Jean L. Cohen, Globalization and Sovereignty: Rethinking Legality,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18; Nehal Bhuta,

supra note 63, p.723; Vaughan Low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50 등 참조.

289)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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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점령법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위임명령이 달성될 수 없

다고 보았다.290)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주적 변형정책

은 국제점령법에 비추어볼 때 ‘불법적’(unlawful)인 것이었지만, 국제사

회에서는 ‘정당한’(legitimate)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

다.291) 이와 같은 초기 견해들은 민주적 당위성에 입각한 국가건설을 위

해 기존의 점령법 체계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법체계를 ‘벗

어날’(beyond)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으나, 이후 Adam Roberts는 국제

인권법이나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상의 제규칙들을 활용하여 협

의의 의미에서의 ‘변형적 점령’ 개념을 현행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정식화

하고자 하였다. 물론 민주적 변형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292) 이에 따라 국제점령법상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되는 ‘변형적 점령’은 근본적으로 ‘민주적 변

형’(democratic transformation)을 목표로 한 경우로만 한정되었다. 비유하

건대 기존의 점령법이 ‘나쁜 점령국’이 ‘좋은 국가’(또는 적어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가진 국가)를 점령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변형적 점령’으로 명명될 수 있는 최근의 점

령은 ‘좋은 점령국’이 ‘나쁜 국가’(또는 적어도 정부 및 법체계가 좋지 않

은 국가)를 점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93) 따라서 그 변형

정책이 ‘자유민주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1975),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1978),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1980)

등의 경우는 ‘변형적 점령’ 사례로 간주되지 않았다.294) 물론 이하에서

살펴볼 ‘변형적 점령’은 ‘국가재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기존의 국

제점령법 체계가 상정하고 있었던 일시적 ‘점령’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

290) Ibid., pp.844-845.

291) Grant T. Harris, supra note 236, p.2.

292) Adam Roberts, supra note 16, pp.580-581. 同旨 Nehal Bhuta, supra note 63,

pp.737-738.

293) Adam Roberts, supra note 16, p.601.

294) Gregory H. Fox, “Exit and Military Occupations”, in Richard Caplan (ed.), Exit
Strategies and State 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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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에 대한 근본

적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형적 점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민주주의

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2003년 이라크 점

령에서도 또 다시 출현한 바 있으므로 각각의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

가 요구된다.

Ⅱ. 국가실행의 분석

1. 연합국의 독일 점령(1945-1949)

가. 점령의 목적과 그 특수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은 1944년 9월

13일부터 시작되어, 1945년 5월 8일에 이르러서는 독일의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과 함께 영토 전체가 연합국의 완전한 점령 하

에 놓이게 되었다. Adolf Hitler의 뒤를 이은 Karl Dönitz 총통이 전범으

로 체포되어 동년 5월 23일 독일정부가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복속’

(debellatio)295)으로 정의되는 ‘사실적 상황’에 놓이게 되자, 연합국은 점

295) ‘복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supra note 50을 참조. ‘복속’(subjugation; debellatio)은
‘정복’(conquest)이나 ‘병합’(annexation)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각각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

면, ‘복속’은 ‘정복’과 ‘병합’이 결합된 것이라고 본다. ‘정복’은 전쟁의 결과 단순히 적

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장악’(seizure)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자

동으로 주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Lassa Oppenheim, supra note 76,

pp.287-288; Marcelo G. Kohen, supra note 50, para.2. 다만, 정복의 경우 그 영토에

대하여 적국과 그 동맹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실효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effective and uncontested)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국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령’(occupation)과는 구별된다. Erich

Kussbach, supra note 50, p.120. 또한 ‘병합’은 문제된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

제’(effective control)를 전제로 당해 영토에 대한 영구적 ‘전유’(專有) 의사를 선언하

여 영토주권의 획득의사를 공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Rainer Hofmann, “Annex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13),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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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국으로서 독일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되었다.296) 1945

년 6월 5일, 미국․영국․소련과 프랑스 임시정부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

(Declaration of Berlin)을 통해 독일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이 발효되었으며 독일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연합국

이 독일에 대한 ‘최고 권력’(supreme authority)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공

표하였다.297) 그 결과, 독일 영토는 미국․영국․프랑스 및 소련에 의해

각각 네 구역으로 분할 점령되었다.298) 연합국은 각 점령지역에서 입

법․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최고 권력’(supreme authority)을 행사하였

으며, ‘독일 전체’(Germany as a whole)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4개국

의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구성된 ‘관리이사회’(Control Council)를 통하

여 결정되었다.299)

당초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의 군사전문가들은 독일이 항복 시점에

기존의 제도적․경제적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새

로운 독일 정부가 나치 정부를 대체하고 연합국의 통제 하에 독일을 계

속 통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300) 그러나 예견했던 상황과는 달리,

무조건 항복 직후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산업시설 파괴와 교통체계 마비

등으로 황폐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 역시 완전히 붕괴되어

국가기능 조차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연합국은 독일이라는

국가를 처음부터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301)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독일 점령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연합

<http://opil.ouplaw.com/home/epil>. para.2. 다만 오늘날 ‘복속’ 이론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인민자결원칙의 확립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infra note 411 참조.

296) Michel Virally, L'Administration Internationale de l'Allemagne : du 8 mai 1945
au 24 avril 1947 (Régie autonom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1948), p.14.

297) “Declaration Regarding the Defeat of Germany and the Assumption of Supreme

Authority by the Allied Powers”(5 June 1945), in Wolfgang Friedmann, The
Allied Military Government of Germany (Stevens & Sons, 1947), pp.269-275 참조.

298) Robert Jennings, “Governments in Commission”,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3, 1946, p.114.

299) Ibid., pp.115-117.

300) Wolfgang Friedmann, supra note 297, p.14.

301) Ibid.,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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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의한 독일 점령정책의 목적은 무조건 항복 직후인 1945년 6월 5일

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표명된 바 있으나,302) 이는 동년 8월 2일

미국․영국․소련 3개국 간에 서명된 ‘포츠담 협정’(Potsdam Agreements)

을 통해 보다 상세히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점령의 주요 목적은

첫째, 독일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비군사화, 둘째, 독일 국민들에게 완전

한 군사적 패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 주지, 셋째, 국가사회당 해체와 나치

체제 청산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 방지, 넷째, 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독

일의 최종적 재건 준비 등으로,303) 잠재적인 전쟁수행 역량의 소멸을 위

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형을 추구한 것

이었다. 이를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모든 국민들의 무기 및 탄약 소지 금

지, 독일 군대 해체 및 군사훈련 금지, 정치적․차별적 성격의 법률을 비

롯한 일정한 형법 규정 폐지, 국가사회당 해체, 나치 부역자의 공직 박

탈, 민주적 사법제도 수립을 위한 사법개혁, 새로운 헌법인 독일 기본법

제정 등 독일 영토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변형조치를 취하였다.304)

나. 독일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

연합국의 독일 점령은 기존의 국제점령법에서 상정하고 있었던 전통

적인 점령개념으로부터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국가체제

를 청산하고 민주적 제도를 수립한다는 연합국의 기본적인 점령 목적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상정하고 있었던 상황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었다.305) 그러나 연합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독일군의 항복과 국가의

302) 특히 Art.13 참조. Ibid., pp.274-275.

303) Ibid., p.262.

304)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Control Council Order No.2; Control Council Proclamation

No.3; Control Council Law Nos.1, 2, 8, 21, 24, 34, 36, 46, 55 등 참조. 변형적 점령

조치와 관련된 관리이사회 명령(Order)․지시(Directive)․법률(Law)을 비롯한 제반

문서들은 Allied Control Authority, Enactments and Approved Papers of the Control
Council and Coordinating Committee, Vol.Ⅰ-Ⅸ(1945-1948); <https://www.loc.gov/rr/

frd/Military_Law/Enactments/>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30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60; Myres S. McDougal & Florentino P.

Feliciano, supra note 192, pp.769-770, n.95; Pitman B. Potter, “Legal Ba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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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중 하나인 ‘정부’의 소멸로 독일이 연합국에 ‘복속’(debellatio)

되었으므로 국제법상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병합’(annexation)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었다.306) 이를 통해 연합국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구속을 회피하고자 하였다.307) 그러나 연합국

은 1945년 6월 5일자 ‘베를린 선언’의 전문(preamble)을 통해 점령국은

독일에 관하여 ‘최고 권력’(supreme authority)을 행사할 뿐, 독일을 ‘병

합’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였다.308) 그 결과 연합국에 의해 점령된 독일

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이 경우 1907년의 헤이그 육전규칙이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역시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독일 학자들은 독일이 연합국에 의해 병합되지

않았으므로 그 법적 지위는 단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전시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309) 단

순한 ‘정복’만으로는 주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

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독일의 경우 연합국에 의한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 논거로 하였다.310) 이에 따르면,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도 불

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합국과의 전쟁상태 역시 종료되지 않은 것이 된다.311)

Character of Military Occupation in Germany and Japa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3, No.2, 1949, p.324.

306) Theodor Schweisfurth, “Germany, Occupation After World War Ⅱ”,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Ⅲ (North-Holland,

1982), p.196.

307) Michael Bothe, supra note 193, p.160.

308) Wolfgang Friedmann, supra note 297, p.270.

309) J.W. Brabner-Smith, “Concluding the War- The Peace Settlement and

Congressional Powers”, Virginia Law Review, Vol.34, No.5, 1948, p.568; Algot

Bagge, “The Legal Position of the Allied Powers in Germany”, in Alf Ross (ed.),

Jus Gentium: Nordisk Tidsskrift for Folkeret og International Privatret,
Vol.1(Ejnar Munksgaards Forlag, 1949), pp.23-24; Theodor Schweisfurth, supra
note 306, p.196.

310) Kurt V. Laun, “The Legal Status of German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5, No.2, 1951, pp.268-269.

311) Egon Schwelb, “The Legal Status of German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0, No.4, 1946,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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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정부의 소멸을 비롯하여 ‘복속’(debellatio)으로 정의되는

사실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은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에 따른 ‘전시점령’과는 구별되는 명백히 ‘독특한’(unorthodox)

것이었다.312)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제법상 독일이라는 주권국가가 완

전히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진적인 견해를 취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있기도 전이었

던 1944년, Hans Kelsen은 ‘전쟁 종료 직후 수립될 독일의 국제법적 지

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독일의 항복을 전제로 그 국제법적 지위를

검토한 바 있었다. 여기서 그는 점령법의 적용은 독일의 근본적 개혁이

라는 목적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독일의 완전한 패전

으로 인한 ‘복속’(debellatio)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연합국이 국제법 위반

없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였다.313) 그로부터 불과 1

년 뒤 실제로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이루어지자 Kelsen은 1945년의 또

다른 논문에서 국제법상 국가의 본질적 요소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독일이라는 국가는 소멸되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또한 그

결과 교전당사국 일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연합국의 독일 점령

은 전시 점령이라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역

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14) 결국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독

일에서 이루어진 연합국의 조치들은 점령조치가 아니라 국가주권에 기초

한 국내적 관할권 행사에 불과한 것이 된다.315) 한편, 이상의 견해와 마

312) Pitman B. Potter, supra note 305, p.324.

313) Hans Kelsen,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Germany to be Established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of the Wa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8, No.4, 1944, pp.689-692.

314) Hans Kelsen, “The Legal Status of Germany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Berl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9, No.3, 1945, p.519. Kelsen은

1947년의 또 다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Hans Kelsen,

“Is a Peace Treaty with Germany Legally Possible and Politically Desirabl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1, No.6, 1947, p.1188. 同旨 John H. E.

Fried, “Transfer of Civilian Manpower from Occupied Territor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0, No.2, 1946, pp.326-327; Yehuda Z. Blum, “The

Missing Reversioner: Reflections on the Status of Judea and Samaria”, Israel Law
Review, Vol.3, No.2, 1968, p.293.

315) 이와 같은 논리는 연합국이 독일 정부․최고사령부 및 기타 지방정부가 보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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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독일의 국가소멸과 그에 따른 헤이그 육전규칙의 적용 불가 입

장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연합국의 독일 주둔을 국내적 관할

권 행사가 아닌 ‘국제적 관리’(administration internationale)라는 새로운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연합국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316)

특히 상기 견해는 독일이라는 주권국가가 국제법상 소멸되었다는 점

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국의 공식성명이나 규칙, 판례 등을 통

해 확인된 국가실행에 따르면,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상 독일이라는 주권국가는 사실상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317)

이에 따라 Kelsen의 견해와는 달리 독일이라는 주권국가는 여전히 존속

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특수성에 기초하여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제법상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복’ 그 자체만으로는 주권의 이

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연합국에 의한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독

일이라는 국가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318) 그러나 무조건 항복으

로 독일이 연합국에게 이미 정복된 이상, 그 주권은 추후 적절한 독일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정지’(suspension)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

다.319) 더욱이 독일 정부의 소멸로 점령상태는 종료되었으므로, 여기에

일체의 권한을 포함하여 독일에 관한 ‘최고 권력’(supreme authority)을 보유하게 되

었음을 선언한 1945년 6월 5일의 베를린선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었다. supra note

285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미 육군부는 점령지 독일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

여부를 다룬 1946년 12월 10일자의 유권해석을 통해 연합국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

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당시 점령국에게 부과된 유일한 제한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는 것뿐이라고 보았다. U.S. Department of the Army, “Gutachten der

Völkerrechtsabteilung des Heerseministeriums der Vereinigten Staaten zur

Anwendbarkeit der Haager Landkriegsordnund und Genfer Konvention auf das

besetzte Deutschland”,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6, 1956, pp.307-308.

316) Michel Virally, supra note 296, pp.19-23.

31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p.277-280 참조.

318) Lassa Oppenheim & Hersc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Ⅱ, 7th ed.(Longmans, 1952), pp.553(para.237a), 600(para.264).

319) Charles Fahy, “Legal Problems of German Occupation”, Michigan Law Review,

Vol.47, No.1, 1948, p.12;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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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견해는 연합국이 독일에서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320) 독일의 무조건 항복 이후 연합국에게는

‘인도주의 원칙’을 제외한 어떠한 법적 제약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는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321) 당시 승전국들은 나치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추축국들의 잠재적 전쟁역량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원하였으므로 패전국 영토에서 자국의 권력을 자

유롭게 행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공식적으로는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에 의한 점령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와 같은 의도에서

연합국측은 헤이그 육전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휴전협정에 의한 점령’

(armistice occupation)과 어떠한 규율도 받지 않는 ‘병합’(annexation)의

중간영역으로서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에 따른 점령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322) 항복에 따른 점령은 점령법의 근본 목적과 아

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점령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

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323) 같은 취지에서 당시 연합군이

직면한 “법령의 전면적 폐지, 나치 청산절차와 이를 위한 수많은 개인의

체포, 전면적인 사회개혁, 공업시설의 몰수, 특히 독일의 영토적․구조적

320) Lassa Oppenheim &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318, pp.553(para.237a),

600(para.264).

321)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283. 심지어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변형조치

를 통해 이루어진 나치체제의 청산과 국가재건은 인도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른바 ‘개입주의적 점령’(internventionist occupation)은 예외적으

로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Theodor Schweisfurth, supra note

306, p.197.

322) Ibid., pp.68-69. 同旨 Allan Gerson, supra note 191, pp.530-532.

323)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269. 이에 따르면 점령법의 첫 번째 목적은

점령지역에서 합법정부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당연한 귀결로 점령국

으로 주권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주권을 귀

속시킬 수 있는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점

령국이 정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연합군이 헤이그 육전규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공백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

다. 또한 점령법의 두 번째 목적은 점령지역의 주민들이 점령국으로부터 전쟁법상 일

반적으로 금지되는 방식으로 착취당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무조건 항복에

따라 적대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그와 같은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논거가 제시되었다. Robert Jennings, supra note 298,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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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요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점령법 규정을 아무리 탄력적으로 해

석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되었

다.324)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재

판소에서도 점령법의 적용을 ‘전시점령’(belligerent occupation)에 한정하

면서, 일단 적이 완전히 패배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점령에는 더 이상 점

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325)

무조건 항복에 따른 독일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대

립은 궁극적으로 ‘복속’(subjugation 또는 debellatio)이라는 사실적 상황

이 갖는 법적 성격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국제법상 독일의 국

가성이 ‘복속’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았던 견해들은 주로 이탈리아 학자

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바, 이들은 독일이라는 국가가 ‘복속’에 의해 소멸

됨으로써 ‘무주지’(terra nullius) 상태가 된 것으로 간주하였다.326)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수의 대륙법계 학자들은 적 군대의 완전한 절멸, 적국

의 전체 영토에 대한 점령 및 그 정부의 영구적 파멸로 정의되는 ‘복속’

이라는 사실적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적국은 그 국가성이 소멸되

고 무주지가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복속’은 ‘정복’(conquest)과 동

의어로 볼 수 있으며 ‘병합’(annexation)은 적국의 소멸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었다. 즉, ‘정복’ 자체만으

로도 적국은 소멸되는 효과를 야기하며, 그 결과 승전국은 이른바 ‘무주

지’가 된 패전국의 영토를 병합하거나 병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

324) Wolfgang Friedmann, supra note 297, pp.65, 67.

325) The Justice (United States v. Alstoetter, et al.), 1947, United States Military

Tribunals, Nuremberg, in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Ⅵ(London :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pp.28-31; Rex v. Bottrill; Ex Parte Kuechenmeister [1947] 1 K.B. 41

(Court of Appeal, England); United States ex rel. Kessler v. Watkins, 163 Fed.

Rept. 2d 140 (1947). 이에 대한 상세는 Morris Greenspan, supra note 25,

pp.215-217 참조.

326) Ludovico M. Bentivoglio, La debellatio nel diritto internazionale (Pavia, 1948);

Franc Capotorti, L’Occupazione nel diritto di guerra (Naples, 1949); Mario Giuliano,

La situazione attuale della Germania secondo il diritto internazionale (Bologna,

1948); Rolando Guadri, Diritto internazionale pubblico (Palermo, 1949). Josef L.

Kunz, “The Status of Occupied Germany under International Law: A Legal

Dilemma”,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3, No.4, 1950, p.5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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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7) 그러나 이와 달리, 독일은 여전히 주권국가로 존속하였다고 보는

견해들이 보다 지배적이었는바, 이는 주로 영․미와 독일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들은 ‘복속’을 ‘정복’(conquest)과 ‘병합’(annexation)이 결

합된 요소라고 보았다.328) 저명한 국제법서 가운데 하나인 Lassa Oppenheim

의 저서에서도 정복 자체만으로는 주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는 병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329)

점령 당시 연합국은 독일이 ‘복속’ 상태에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상기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독일군의 완전한

패배, 전체 영토의 점령 및 그 정부의 소멸로 정의되는 ‘복속’이라는 ‘사

실적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은 독일을

‘무주지’로 간주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병합’ 의

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연합국은 장기간의 논의 끝에,330)

연합국이 직면한 점령의 목적이 일반적인 ‘전시 점령’의 경우와 상응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보존주의 원칙’에 관한 한 헤이그 육전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331)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략국이었

던 독일의 전쟁역량 소멸을 위해서는 기존체제에 근본적 개혁을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제적 사명이라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이 헤이그 육전규칙이

상정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범력 자

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적극

327) Josef L. Kunz, supra note 326, p.552. 이에 따르면, 복속에 따라 패전국의 영토는

‘무주지’가 되므로 승전국이 이를 병합할 수 있고, 병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제법 주

체에 의해 점령되도록 방치하거나 새로운 국제법 주체를 성립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Georg 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Vol.Ⅰ: General Principles (Stevens & Sons, 1957), p.297.

328) Josef L. Kunz, supra note 326, p.553.

329) Lassa Oppenheim & Hersc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Ⅰ,
8th ed.(Longmans, 1955), p.567, para.237.

330)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Edward H. Litchfield, “Political Objectives and Legal

Bases of Occupation Government”, in Edward H. Litchfield & Associates (eds.),

Governing Postwar Germa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3), pp.11-12 참조.

331) Irène Couzigou, L’évolution du Statu International de l’Allemagne depuis 1945
(Bruylant, 2011),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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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투상황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1907년 헤이그 육

전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

였다.332)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실행에 있어서도 헤이그 육전규칙은 연

합국에게 일정부분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였다.333)

생각건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

는 한’(sauf empêchement absolu)이라는 문언을 통해 일정한 예외를 허

용하고 있었다는 점,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의 채택 이전에만 하더라도

당사국 간의 특별한 합의를 통해 점령법 체계에서 일정부분 이탈이 가능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334) 독일 점령 당시 ‘보존주의 원칙’으로부터

의 광범위한 이탈을 가능케 한 법적 근거는 ‘복속’으로 정의되는 사실적

상황에 따라 연합국에게 부여되었던 ‘최고 권력’과 이를 통해 근본적 체

제변형을 인정하였던 ‘베를린 선언’ 및 ‘포츠담 협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점령에 매우 광범위한 예외

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헤이그 육전규칙이

여전히 최소한의 지침으로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연합국의 일본 점령(1945-1952)

가. 점령의 목적과 그 실행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계

332) Curtis C. Shears, “Some Legal Implications of Unconditional Surrenders”,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roceedings, Vol.39, 1945, pp.45-46; Max

Rheinstein, “The Legal Status of Occupied Germany”, Michigan Law Review,

Vol.47, No.1, 1948, pp.27-28.

333) 점령국은 공식 문건을 통해 헤이그 육전규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예

컨대, 영국 군정은 명령 제1호를 발령하여 독일 영토 내에서 헤이그 육전규칙을 포

함한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습 위반을 금지하였다. Ordinance No.1, Art.1(20). 기

타 사례로는 Kurt V. Laun, supra note 310, p.274 참조.

334) A.C. Davidonis, “Some Problems of Military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8, No.3, 1944, p.467; Adam Roberts, supra note 9,

p.271; Ernst H. Feilchenfeld, supra note 13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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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동년 8월 14일 일본정부는 연합국에 포츠담 선언 수락을 통고하고,

다음날 항복조서를 발표함으로써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선언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관 MacArthur 원수가 제시한 공식적인 항복

문서는 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정부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다.335) 동 항복문서에서는 천황과 일본정부의 국가통치권

이 당해 항복조항의 시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연합

국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되며, ‘포츠담 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실행을 위해 연합국으로부터 요구되는 여하한 명령의 발령과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였다.336)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정책의 목적은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

언’(Cairo Declaration)을 통하여 처음 표명된 바 있으나,337) 이는 무조건

항복이 있기 전이었던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

담에 따라 발표된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통하여 보다 상

세히 제시되었다. 이 선언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한편,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근절됨으로써 평화와 안전 및 정의

의 신질서가 수립되고 일본의 전쟁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실한 증

거가 확인될 때까지 일본 영토를 점령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

여서는 특히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일체의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민주주의 경향의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일체의 장애물 제거, 언론․

종교․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 확립 등 체제 전

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형이 요구되었다.338)

7년간의 점령 기간 동안 ‘연합국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는 총 2,204건의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s: SCAPIN)을 통하여 일본

335)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isuke Ando, Surrender, Occupation, and Private
Property in International Law: An Evaluation of US Practice in Japan (Clarendon

Press, 1991), pp.5-9 참조.

336) U.S. Department of State, Occupation of Japan: Policy and Progress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p.62.

337) 카이로 선언 원문은 Ibid., pp.51-52 참조.

338) Ibid.,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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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걸쳐 비군사화․민주화 등을 위한 변형조치를 취하였다.339)

여기에는 치안유지법을 비롯하여 사상․종교․언론․집회의 자유를 제한

하던 제 규정의 폐지,340) 언론․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

하던 특별고등경찰 해체 및 정치범 석방,341) 일제침략과 군국주의를 조

장하는 일체의 단체 조직 금지,342) 군국주의자 및 초국가주의자들에 대

한 공직추방,343) 재벌해체 및 독점금지법 제정,344) 기존 통치기구 개혁을

위한 새로운 헌법 제정345) 등이 포함되었다.

나. 일본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점령상황을 독일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1943

년 12월 1일의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독일과 마찬가

지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1945년 8월 ‘국무부․전쟁부․해군부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가

작성한 ‘항복 후 미국의 대일 초기 점령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

Defeat Policy Relating to Japan)에서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그 국

가통치권은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346) 이에 따라, 1945년 8월 10일자 ‘무조건 항복의 법적 의미’(Legal

339) SCAPIN의 세부목록과 그 내용은 <http://rnavi.ndl.go.jp/kensei/entry/SCA-1.php> (최

종검색일 2017.10.25.)를 참조.

340) Eij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Continuum, 2002), p.238.

341) James Dobbins, et al.,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 (Rand, 2003), p.42.

342) Nisuke Ando, supra note 335, p.15.

343) Ibid., p.16; James Dobbins, et al., supra note 341, p.41.

344) Nisuke Ando, supra note 335, pp.19-20; Eiji Takemae, supra note 340,

pp.307-308.

345) Eiji Takemae, supra note 340, p.271.

346) SWNCC 150/2, “United States Initial Post-Defeat Policy Relating to

Japan”(Washington, 12 August, 1945), in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이하 FRUS) 1945, Vol.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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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Unconditional Surrender)에 관한 SWNCC 임시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연합군에게 부과되는 여러 국제협약

상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점령국의 권리는 독일 ‘관리이사

회’의 경우와 동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347) 같은 취지에서 미국 Truman

대통령은 일본정부에 대한 SCAP의 권한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MacArthur

사령관에게 보낸 1945년 9월 6일자 서한을 통하여 “우리와 일본의 관계

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에 기초한 것”이므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였

다.348) 이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점령상황 역시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점령상황과 같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으로부터 광범위한

이탈이 가능하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국제법서 가운데 하나인 Lassa Oppenheim의 저서에서도 ‘무조건 항복’

은 승전국에게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고 하면서 그 예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있

었다.349)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나타난 점령상황은 독일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 첫 번째로, 독일은 중앙정부의 소멸로

‘복속’(debellatio)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연합국에 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점령기간 중에도 중앙정부가

계속 존속함으로써 연합국에 의한 간접통치가 이루어졌다.350) MacArthur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609.

347) SWNCC 21/3, “Legal Implications of Unconditional Surreder: [Annex: Report

of the SWNCC ‘ad hoc’ Committee on the Legal Implications of Unconditional

Surrender]”(Washington, 10 August, 1945), in FRUS 1945, Vol.Ⅵ, pp.592-594(“It

is the opinion of the ad hoc committee that the legal rights of the victorious

powers on the occupation of Japan […] will be identical with those of the Control

Council for Germany. […] The documents […] are considered to be legally

sufficient to accomplish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and to give to the

designated occupying commander sufficient powers to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occupation, without limitation by international conferences.”).

348) “Instructions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Message No.1)”, in

FRUS 1945, Vol.Ⅵ, p.712.

349) Lassa Oppenheim & Hersch Lauterpacht, supra note 318, p.553, para.2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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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에게 전달된 1945년 9월 6일자의 상기 지시에서도 천황과 일본정

부의 국가통치권이 SCAP에 종속된다는 점 이외에, 일본의 통제가 ‘일본

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었다.351) 더욱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독일에서 행사된 연합국의 ‘최고 권력’은 사전 교섭절차

없이 독일의 복속 이후 베를린 선언이라는 ‘일방적 선언’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45년 7월 26일

의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정부에게 항복의 기회가 제시되었다는 것이

었다.352) 즉, 일본에서 행사된 연합국의 ‘최고 권력’은 일본과 연합국간의

직접적인 교섭의 결과였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부재로 인해 독일에서

행사된 연합국의 최고 권력은 근본적으로 ‘무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

에 없었으나, 일본에서 행사된 연합국의 최고 권력은 일본이 항복문서를

통해 수락한 ‘포츠담 선언’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던 것

이다.353) 이에 비추어 볼 때, 연합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MacArthur 사령관에게 전달된 1945년 9월 6일

자 대통령 지시가 갖는 법적 함의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츠담 선언 직후 그와 같은 항복조건 명시행위가

일본의 항복을 무조건적이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미 국무성차관보

MacLeish에 의해 표명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54) 미국무성 극동

문제담당국에서 작성한 공식문건에서도 포츠담 선언은 일본정부에게 부

여된 조건들을 서술한 것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수락될 경우 국제적 합의

를 구성할 것이며, 당해 선언에서 상정하고 있는 항복은 계약적 성격을

지닐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355)

350)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62.

351) supra note 348.

352) Nisuke Ando, supra note 335, pp.5-6.

353) Ibid., pp.86-87.

354)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MacLeish) to the Secretary of

State”(Washington, July 6, 1945), in FRUS: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Vol.Ⅰ, p.895(“Surrender on terms, even irreducible

terms, is not unconditional surrender.”)

355) “Comparison of the Proclamation of July 26, 1945 with the Policy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 FRUS: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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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합국의 일본 점령은 독일의 경우와 동

일한 상황이 아니었다. ‘복속’(debellatio)이 갖는 법적 성격의 모호성, 중

앙정부의 소멸과 그로 인한 독일 ‘국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 사전

교섭 없이 이루어진 독일의 ‘무조건 항복’ 등 독일 점령상황이 갖는 복잡

다기한 성격으로 인해 연합국은 당해 상황에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상의 의무로부터 광범위한 자유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본의 점령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존속과 국제적 합의의 성격을 갖는

포츠담 선언 및 이를 수락한 항복문서에 의해 점령국의 권한은 독일의

경우 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356) 결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

른 점령에서도 원칙적으로 헤이그 육전규칙은 적용되었으나, 항복문서를

통한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점령법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357) 즉, 일본의 ‘변형적 점령’에 따른 보존주의 원칙 위반은

일본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민주화를 규정한 포츠담 선언과 이를 수락한

항복문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358)

3. 미국 주도 연합국의 이라크 점령(2003-2005)

가. 점령의 목적과 그 실행

미국 George W. Bush 대통령은 2003년 3월 17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Saddam Hussein 이라크 대통령에게 48시간 이내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

Conference) 1945, Vol.Ⅱ, p.1284(“The Proclamation is a statement of terms

addressed to Japan […] and to the Japanese government […] which if accepted

would constitute an international agreement subject to interpretation by the usual

canons of international law.”).

356)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논자에 따라서는 독일의 점령 상황을 ‘복속(debellatio)에 따른

점령’으로 분류하여 일본의 점령 상황인 ‘항복에 따른 점령’과 구별하기도 한다.

Yutaka Arai-Takahashi, The Law of Occupation : Continuity and Chang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ts Interac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p.30-40.

357) Nisuke Ando, supra note 335, pp.95-102.

358) Ibid.,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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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군사공격을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ultimatum)을 발표하였다. 그

로부터 이틀 후인 3월 19일 Hussein의 은신처로 알려진 바그다드(Baghdad)

남부 ‘도라 농장’(Dora Farms) 공습을 통한 ‘참수’(decapitation) 작전이 실

패하자,359) ‘미국 주도 연합국’(이하 연합군)은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함

으로써 이른바 ‘이라크 해방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을 개시하였

다.360) 이에 따라 4월 9일 연합군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 진출하였으

며, 4월 14일에는 결국 Hussein 추종 세력의 최후거점인 이라크 북부 티

크리트(Tikrit)까지 장악함으로써 Hussein 정권을 붕괴시켰다.361)

4월 15일 연합국 대표단은 나시리야(Nasiriyah) 인근 타릴(Tallil) 공군

기지에서 이라크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 세 집단의 주요 인사 8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회합을 갖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이라크 민주정부 출

범을 위한 13가지 성명을 채택하였다.362) 다음날인 16일 연합군사령관

Franks 장군은 ‘이라크 국민에 대한 해방 성명’(Freedom Message to the

Iraqi People)을 담은 전단 배포를 통해 CPA 창설을 공표함으로써,363)

359) Douglas J. Feith, War and Decision: Inside the Pentagon at the Dawn of the
War on Terrorism (Harper, 2008), pp.390-392.

360) Charles Tripp, supra note 284, p.274. Bush 행정부는 2003년의 이라크전을 군사

적․정치적으로 지원한 국가들을 가리켜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의

미에서 이른바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有志聯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2003년 3월 발표된 유지연합 목록에는 46개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년 4월 3

일 백악관을 통해 갱신된 목록에는 49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아프가니스탄, 알바니

아, 앙골라, 호주,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도미

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온두라스, 헝

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샬

군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네덜란드, 니카라과, 팔라우,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

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 제도, 대한민국, 스페인,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크베키스탄, 통가). 그 중에서 이라크 침공에 직접

참전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 폴란드 4개국이었다. David Morrison, “Who’s Who

in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Labour & Trade Union Review, May 2003.

<http://www.david-morrison.org.uk/iraq/coalition-of-willing.htm> (최종검색일 2017.10.25.).

361) Charles Tripp, supra note 284, p.274.

362) Douglas J. Feith, supra note 359, p.416. 13가지 성명은 2003년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에서 이른바 ‘나시리야 성명’(Nasiriyah Statement)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S/RES/1483 (2003). 나시리야 성명의 내용은 The Guardian, “13-point Statement on a

Democratic Iraq”(16 April, 200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3/apr/16/iraq>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363) “Freedom Message to the Iraqi People”(16 April, 2003) in Stefan Talmon,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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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이 이라크 전역(全域)에 걸쳐 완전한 권력을 확보하였음을 시사하

였다.364) 이에 따라 4월 21일, 미국 예비역 장성 Jay Garner가 이라크에

도착하여 ‘이라크재건인도지원처’(Office for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RHA) 처장으로서의 재건 업무를 공식 개시하였다.365) 5월

1일에는 미국 Bush 대통령에 의해 ‘주요 전투’(major combat operations)

의 종료가 선언되었으며,366) 5월 6일 미국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었던

note 5, pp.795-796.

364) 이라크 국민에 대한 연합군사령관의 해방성명에서 연합국은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한편, 바트당(Ba’ath Party) 해체와 그 재산의 몰수, 군사 및 경찰 조직에

대한 명령 하달,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 성명을 통하여 연합국은 이른바 ‘점령국’으로서 이라크 전 영토에 대

한 권력을 확보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Eyal

Benvenisti는 연합군사령관의 해방성명을 통해 CPA가 설립된 2003년 4월 16일을 공

식적인 점령의 시작일로 보았다.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53. 同旨 Michael

N. Schmitt & Charles H.B. Garraway, “Occupation Policy in Iraq and International

Law”, in Harvey Langholtz, et al.(eds.), International Peacekeeping: 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Vol.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29.

다만, CPA 설립 전에도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에 따른 객관적 요건이 충족

된 지역에 한해서는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Adam Roberts,

“The End of Occupation: Iraq 2004”,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4, Part 1, 2005, p.30. 2003년 4월 지상군의 투입으로 연합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 지역들에 한해서는 이미 점령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Knut Dörmann & Laurent Colassi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Iraq Conflict”,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47, 2004, p.301. 그러나 이와 달리,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의 채택으로 미국과

영국의 점령국 지위가 인정된 2003년 5월 중순에야 비로소 점령이 시작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Alexandra Perina, “Legal Bases for Coalition Combat

Operation in Iraq, May 2003-Present”, in Raul A. ‘Pete’ Pedrozo (ed.), The War
in Iraq: A Legal Analysis, International Law Studies Series Vol.86 (U.S. Naval

War College, 2010), p.82). 반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는 주요 전투가 종료된 것으로 공식 선언된 2003년 5월 1일부터 연합국이 점

령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7021/08 (ECtHR, 7 July 2011), para.77.

365) Nora Bensahel, et al., After Saddam: Prewar Planning and the Occupation of
Iraq (RAND Corporation, 2008), p.68. ORHA는 이라크 침공 이후 발생하는 민간부

문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라크 침공 2달 전인 2003년 1월 20일 Bush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설립되었다. ORHA는 (CPA가 담당했던) 이라크의 행정업무를 부여받

은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유전, 병원, 도로 및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의 재

건 및 인도적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L. Elaine Halchin,

supra note 2, pp.1-2; Jeff Bridoux, American Foreign Policy and Postwar
Reconstruction: Comparing Japan and Iraq (Routledge, 2011), p.92.

366)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President Bush Announces Major Combat



- 100 -

L. Paul Bremer가 5월 13일부로 CPA의 ‘최고행정관’(administrator)이

되었다.367) 5월 8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서 임시적으로 정부의 권한

을 행사하기 위하여 CPA를 수립하였다는 사실을 안보리에 통고하는 한

편,368) 다음날 연합국을 ‘점령국’(occupying powers)으로 언급하는 안보

리 결의 초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369) 결국 5월 22일, 안보리는 이라크

에서 미국과 영국의 ‘점령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 제1483호를 채택하였

다.370)

사실 미국은 ‘이라크 해방법’(Iraq Liberation Act)에 서명함으로써 1998

년부터 이미 Saddam Hussein 정권 제거를 통한 이라크 ‘민주화’를 계획

한 바 있으나,371) 이라크 민주화를 무력사용의 정당화 논거로 원용하지

는 않았다.372) 영국 측에서도 ‘이라크 민주화’ 자체가 미국과 영국의 행

Operations in Iraq Have Ended”(May 1, 2003) <https://georgewbush-whitehouse.

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 (최종검색일 2017.10.25.).

367) 당초 CPA는 민정 뿐 아니라 군사업무까지 포함하는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

라, CPA는 ‘안보 및 지원’ 부서에 해당하는 연합군과 ‘비안보’ 부서에 해당하는 민정

기관인 ORHA로 구성되어 모두 미국 중부사령관 Franks 장군의 통제를 받았다. 그

러나 L. Paul Bremer가 5월 13일부로 CPA의 ‘최고행정관’(administrator)이 되면서

민정기관은 ‘안보 및 지원’ 부서로부터 독립되었으며, 이후 민정기관만 ‘CPA’로 남게

되었다. 기존에 CP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연합군은 CPA가 아닌 美 국방부장

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CPA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ORHA는

2003년 6월 16일까지 CPA의 일부로서 계속 존속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CPA 최고행정관 Bremer가 ORHA 처장 Garner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Franks 장군의 지위를 부분적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ora Bensahel, et al., supra note 365, pp.118-119;

Stefan Talmon, “A Plurality of Responsible Actor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Acts of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in Iraq”, in Phil Shiner & Andrew

Williams (eds), The Iraq War and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2008),

pp.188-190 참조.

368) UN Doc. S/2003/538 (8 May, 2003).

369) “US-UK Draft Resolution on Post-War Iraq”(May 9, 2003) <https://www.globalpolicy.org/

component/content/article/168/36079.html>(최종검색일 2017.10.25.).

370) UN Doc. S/RES/1483 (2003), Preamble.

371) Nick Ritchie & Paul Rogers, The Political Road to War with Iraq: Bush, 9/11
and the Drive to Overthrow Saddam (Routledge, 2007), p.42.

372) 이라크 침공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는 Andru E. Wall, “Was the

2003 Invasion of Iraq Legal?”, in Raul A. ‘Pete’ Pedrozo (ed.), The War in Iraq:
A Legal Analysis, International Law Studies Series Vol.86 (U.S. Naval War

College, 2010), pp.70-72, 무력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논의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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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식적 근거는 아니라면서도, 이라크 정권 교체

를 통한 민주적 변형이 무력개입의 결과가 될 수는 있다는 입장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다.373)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점령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

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점령계획 수립 담당기관이었던 ORHA가 설립

된 것도 이라크전이 개시되기 불과 2개월 전인 2003년 1월 20일이었

다.374)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2004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전후 영토관리와 재건에 관한

미 정부 부처 간 협조와 사전준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기도 하였

다.375)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 전쟁계획 수립시 점령법 적용의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376) 실제로 미

국과 영국은 점령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미 ‘점령국’ 지위를 부정하는 태도

를 취하였다.377) 특히 미국은 이라크 토착정부를 수립하여 이들이 연합

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빌어 점령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에 실패하자 미국과 영국은 연합국의 ‘점령국’ 지

위를 인정하는 한편, 점령법상의 제약들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출구전

략으로 안보리 결의를 얻고자 노력하였다.378)

Marc Weller, Iraq and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89-263 참조.

373) 이는 영국 Tony Blair 총리의 공식발언이기도 하다. Sunday Times, “Leaked

Cabinet Office Paper: Conditions For Military Action”(June 12, 2005)(“Regime

change per se is not a proper basis for military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But

regime change could result from action that is otherwise lawful.”)

<http://bit.ly/2nUhy0Q> (최종검색일 2017.10.25.).

374) David Glazier, “Ignorance is Not Bliss: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and

the U.S. Invasion of Iraq”, Rutgers Law Review, Vol.58, No.1, 2005, p.185.

375) Anthony H. Cordesman, One Year On: Nation Building in Iraq (CSIS, 2004),

p.2.

376) David Glazier, supra note 374, p.188.

377) 2003년 4월 7일, 美 육군 법무감 특별보좌관 W. Hays Parks는 국방부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합군은 전쟁법상 법기술적 의미에서의 ‘군사점령국’(military

occupier) 내지 ‘점령군’(occupation force)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Briefing

on Geneva Convention, EPW's and War Crimes”(April 7, 2003).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52, n.17에서 재인용(“we are not, in the technical sense of the law

of war, a military occupier or occupation force”). 연합군사령관 Franks 역시 2003년

4월 16일의 해방성명을 통해 연합국이 ‘해방자’(liberators)임을 자처하였다. supra
note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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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의 설립과 최고행정관 임명을 계기로, ‘이라크 과도정부’(Iraqi Interim

Authority) 수립을 통한 ‘간접통치’ 계획은 Bremer를 수반으로 하는 CPA

의 ‘직접통치’로 전환되었다.379) 결국 이라크의 미래에 대한 Bush 행정부

의 구상은 CPA를 통한 일종의 ‘외부로부터의 혁명’을 통하여 이행되었

다. CPA 최고행정관 Bremer는 이라크의 민주화․안정화를 위해서는 Saddam

Hussein 정권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국가건설’(nation-building)

에 상응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380) 이에 따라

CPA는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가 채택되기도 전부터 그 목표가 이라

크에 광범위한 개혁을 도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즉, 2003년 5월 16

일자 CPA 규칙 제1호를 통해 CPA가 이라크의 정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명시한 목적은 ‘안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 국민

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create)

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형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381) 이와 같

378) 2003년 5월 8일, 미국과 영국의 UN 상주대표부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

해 “이라크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도적 요구와 관련된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들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표명하였다. 이 서신에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나 제네바 제4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으나(supra note

368), 2003년 3월 28일자 UN 안보리 결의 제1472호에서 이미 ‘점령국’(Occupying

Pow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점령법의 적용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UN Doc. S/RES/1472 (2003), preamble. 결국 미국과 영국은 점령법상 이라크에 대

한 광범위한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그와 같은 법적인 곤란을 회피하

기 위해 안보리의 결의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Paul Bowers, “Iraq: Law of

Occupation”, Research Paper 03/51, House of Commons Library(June 2, 2003).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53에서 재인용.

379)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Douglas J. Feith, supra note

359, pp.401-414 참조. CPA 최고행정관 Bremer는 2006년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이

라크 과도정부’ 수립을 통한 권력 이양계획은 ‘무모한 환상’(reckless fantasy)에 불과

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이라크 대의정부의 구성은 ‘점진적 과

정’(incremental process)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L. Paul

Bremer, My Year in Iraq: The Struggle to Build a Future of Hope (Simon &

Schuster, 2006), pp.12, 49.

380) L. Paul Bremer, supra note 379, p.12.

381) CPA 규칙 제1호 제1조 1항(“CPA는 대의제를 위한 국가․지역기관의 회복 및 수

립을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경기회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재건을 촉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임시적인 통치기간 동안 이라크의 효율적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하

고 안정적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라크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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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PA는 동 규칙을 통해 스스로 ‘그 목적 달

성에 필요한 모든 집행․입법 및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382) 이라

크의 국내법을 수정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

다.383) ‘CPA 비전’(CPA Vision)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7월 작성된 CPA

내부문건에서도 CPA가 점령을 통해 정치․경제 및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형’을 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384)

이와 같은 점령목표 아래, CPA는 약 13개월의 기간 동안 12건의 규

칙(Regulations)과 100건의 명령(Orders), 17건의 각서(Memoranda) 및 12

건의 공고문(Public notices)을 통해 이라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385) CPA는 점증하는 반란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

여 이라크 형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화하거나 형량을 가중시

키는 한편,386) 무기소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387) 사병 및 민간군사기업

규제388)와 함께 이라크 육군(New Iraqi Army)과 방위군(Iraqi Civil Defence

Corps) 등의 각종 치안조직을 창설389)함으로써 점령지역의 공공질서 확

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390) 또한 국제인권법을 반영하여 형법과

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것

이다”).

382) CPA 규칙 제1호 제1조 2항.

383) CPA 규칙 제2호.

384) “The CPA Vision Document”(July 2003), in Hilary Synnott, Bad Days in Basra:
My Turbulent Time as Britain's Man in Southern Iraq (I.B.Tauris, 2008),

pp.270-276.

385) 이와 관련된 CPA의 공식 문건은 supra note 5 참조.

386) 2003년 7월 5일자 CPA 공고문, CPA 명령 제14호, 제16호, 제19호, 제31호, 제36호,

제41호. 특히 CPA 명령 제14호를 통한 언론의 자유 제한 및 처벌과 관련해서는

Daoud Kuttab, “The Media and Iraq: A Blood Bath for and Gross Dehumanization

of Iraqi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9, No.868, 2007, pp.884-885

참조.

387) CPA 명령 제3호.

388) CPA 명령 제91호, CPA 각서 제17호. 특히 사병규제의 경과와 그 한계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Larry Diamond, Squandered Victory: The American Occupation and
the Bungled Effort to Bring Democracy to Iraq (Owl Books, 2005), pp.222-224 참조.

389) CPA 명령 제22호, 제23호, 제27호, 제28호, 제42호, 제67호, 제68호, 제69호.

390) Michael J. Kelly, “Iraq and the Law of Occupation: New Tests for an Old

Law”, Year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6, 2003,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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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391) 테러리스트와 반란군 기소 및 Hussein 정권

하에서 자행된 잔혹행위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각각 ‘이라크 중앙형사법원’

(Central Criminal Court of Iraq)과 ‘이라크 특별재판소’(Iraqi Special Tribunal)

를 창설하는 등392) 사법체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점

령조치 이외에, CPA는 이라크 국민들의 자결권 실현을 목적으로 바트당

해체를 통한 ‘바트청산’(De-Ba’athification)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의 중진

들에 대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장래 고용을 금지하는 한편,393) 기존의 정

치 및 군사조직들 역시 모두 해체하기도 하였다.394) 뿐만 아니라, 임시헌

법 채택․두 차례에 걸친 보통선거 및 영구적인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

투표 실시 등의 과정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한편,395) 거래법․회사법․증권법․파산법 심지어 지적

재산권법과 저작권법 등에 이르는 방대하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

였다.396)

나. 이라크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

연합국의 이라크 침공과 CPA 창설을 통해 전개된 상황은 구체적인

‘점령’의 시점에 대한 논란397)에도 불구하고 ‘군사 점령’(military occupation)

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백한 것이었다. UN 안보리는 ‘이라크 해방작전’이

개시된 직후인 2003년 3월 28일에 이미 결의 제1472호를 통해 연합국에

391) CPA 명령 제7호, 제19호, 2003년 7월 18일자 CPA 공고문, CPA 각서 제3호.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p.278-28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60-261.

392) CPA 명령 제13호, 제48호, 제58호.

393) CPA 명령 제1호, 제4호, 제14호, CPA 각서 제1호, 제7호.

394) CPA 명령 제2호. Charles Tripp, supra note 284, p.282; Toby Dodge, “From

Regime Change to Civil War: Violence in Post-Invasion Iraq”, in Astri Suhrke &

Mats Berdal (eds.), The Peace in Between: Post-War Violence and Peacebuilding
(Routledge, 2012), pp.131-143.

395) CPA 명령 제96호, 제97호.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66-267.

396) CPA 명령 제39호, 제54호, 제56호, 제64호, 제74호, 제78호, 제80호, 제83호.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p.215-222.

397) supra note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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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 따른 ‘점령국’

(Occupying Powers)의 의무를 환기시켰다.398) 여기서 안보리는 이라크

가 점령지역이라고 직접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통해 이라크 상황이

잠정적으로 ‘침략’(invasion)에서 ‘점령’ 단계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 것

이었다. UN 사무총장 Kofi Annan은 2003년 4월 24일 UN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연설에서 이미 연합군을 ‘점령국’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399) 결국 안보리 결의 제148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합국은 ‘점령국’으로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을 포함한 국제점령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었다.400)

그러나 CPA에 의한 점령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한 바트청산

정책,401) 이라크 특별재판소 창설,402) 헌법 제정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강

398) UN Doc. S/RES/1472 (2003).

399) Kofi Annan, “UN Secretary-General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We Must

Hope a New Era of Human Rights in Iraq Will Begin Now”(24 April 2003)

<http://un.op.org/en/node/2704>(최종검색일 2017.10.25.).

400) UN Doc. S/RES/1483 (2003).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와 미국은 모두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안보리 결의에서는 동 협약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2010년 4월 1일 동 협약을 비중하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http://bit.ly/2o0usho> (최종검색일

2017.10.25.).

401) 바트당의 당원자격은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 진출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

서, 바트청산 정책은 궁극적으로 2백만 이상의 인원들이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진공상태는 물론 정부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

라 바트청산 정책은 점령법은 물론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와도 조화시키기 어려

운 것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59. 같은 취지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Eric Stover, et al., “Justice on

Hold: Accountability and Social Reconstruction in Iraq”,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0, No.869, 2008, p.22. 그러나 이와 달리 어느 누구도 바트당의

복귀를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트청산 정책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의 진정한 자

결권 실현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견해도 있

다. Charles Garraway, “Occupation Responsibilities and Constraints”, in Howard M.

Hensel, The Legitimate Use of Military Force: The Just War Tradition and the
Customary Law of Armed Conflict (Ashgate, 2008), pp.273-274.

402) 이라크 특별재판소 창설이 점령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M. Cherif

Bassiouni & Michael Wahid Hanna, “Ceding the High Ground: The Iraqi High

Criminal Court Statute and the Trial of Saddam Hussein”,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9, Nos.1&2, 2006-2007, pp.49-50, 이와 달리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는 물론 제네바 제4협약 제47조 및 제64조에 의해서도 허용된

다는 견해로는 Michael A. Newton, “The Iraqi Special Tribunal: A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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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전환,403) 외국인 투자 개방을 비롯한 급진적 경제개혁404) 등은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상의 ‘보존주의 원칙’에 대

한 근본적인 이탈로서 현행 국제점령법 체계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

들이었다. 이는 1945년 독일과 일본의 항복에 따른 점령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변형적 점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이 채택된 이상, 1945년 독일과 일본의 변형적 점령, 즉 국제점령법 체

계로부터의 광범위한 이탈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

라 2003년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재출현한 ‘변형적 점령’이 현행 국제점

령법 체계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수락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CPA에

의한 점령정책 가운데 점령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이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적 평가들이 이루어졌다.

Perspective”,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38, No.3, 2005, pp.874-875 참조.

403) 이라크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① 임시헌법인 ‘과도기 이라크 행정

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TAL) 채택(2004년 3월 8일), ②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과도기 국민의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TNA) 선거(2005년

1월 30일), ③ 헌법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2005년 10월 15일), ④ 새로운 정부 구성

을 위한 선거(2005년 12월 15일)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과정인 이라

크 임시헌법 TAL의 채택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 IGC)

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IGC는 CPA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이라크를 대표하

는 진정한 정부로 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CPA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L. Paul Bremer, supra note 379, pp.348-349; Larry

Diamond, “Lessons from Iraq”, Journal of Democracy, Vol.16, No.1, 2005, pp.10-11;

Noah Feldman, What We Owe Iraq: War and the Ethics of Nation Build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110 등 참조. 결국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한 민

주주의로의 전환은 CPA에 의해 주도적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점령법은 점령

지역에서의 정치적․헌법적 개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보존주의 원칙’으로부터

의 근본적 이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선거법에 관한 CPA 명령 제96호는 공식

적인 점령 종료 예정일이었던 2004년 6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질 이라크 국민의회 선

거를 규율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총선이라는 토착민들의 행위를 규율하고자 한 것

이었다는 점에서 자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였다.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67, 269.

404)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보존주의 원

칙’에 대한 근본적 이탈이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점령이 종료되

고 난 이후 긍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시적’ 성격

의 점령행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비판이 압도적이었다.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245; James Thuo Gathii, “Foreign and Other Economic Rights

upon Conquest and under Occupation: Iraq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Context”,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25, No.2,

2004, p.541; Rüdiger Wolfrum, supra note 2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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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현행 점령법 체계 하에서도 이라크에서 행

해진 바와 같은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형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405) 이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

칙 제43조는 물론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의 문언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이다.406) 영국과 미국이 점령법을 초월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

하여 안보리 결의 형식의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407)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군의 완전한 패배, 전체 영토의 점령 및 정부

기능의 상실 상황에 기초하여, 이라크의 당시 상황을 ‘점령’(occupation)

보다는 ‘복속’(debellati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

다.408) 특히 일각에서는 이라크 점령상황을 ‘권원’(title)의 이전을 포함하

지 않는 현대적인 형태의 ‘복속’(debellati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군사적 패배와 정권 붕괴는 당해 국가의 ‘영토’가 아닌 ‘내적 주권’

(internal sovereignty)의 이전을 수반하는바, ‘내적 주권’은 “영토 내의

문제를 통제하는 활동”(ability to control affairs within these borders)

405) Judith Richards Hope & Edward N. Griffin, “The New Iraq: Revising Iraq’s

Commercial Law is a Necessit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Reconstruction of Iraq’s Decimated Economy”,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11, No.3, 2004, pp.885-886; Theodore W. Kassinger & Dylan

J. Williams, “Commercial Law Reform Issues in the Reconstruction of Iraq”,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33, No.1, 2004,

pp.218-219.

406) 이라크에서의 광범위한 변형조치는 점령법상의 예외규정에 대한 ‘최대한도의 탄력

적 해석’(the most elastic interpretation)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였다. Grant T. Harris, supra note 236, p.17.

407) 영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적극적 행위”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기관의 발전을 위해 점령지역 주민들의 계획과 노력을 촉진시키는 행위”를 서

로 구별하여, 점령법 하에서는 후자의 경우만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Kaiyan

Homi Kaikobad, “Problems of Belligerent Occupation: The Scope of Powers

Exercised by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in Iraq, April/May 2003-June

2004”,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4, Part 1, 2005, p.260.

408) David D. Jividen, “Rediscovering International Law through Dialogue Rather

Than Diatribe: Reflections on an International Legal Conference in the Aftermath

of Operation Iraqi Freedom”,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27,

No.3, 2004, p.717; David Turns, “The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Malco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4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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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409) 이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복속’에 따라

승전국에게 부과되는 유일한 제약은 패전국 국민의 ‘자결권’ 뿐이므로,

점령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정당화된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410)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내적 주권’은 점령국의 실

효적 지배에 수반되는 ‘사실상의 권력’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

거와 같은 ‘복속’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점령’ 상황에 불과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11) 더구나 이라크의 경우 ‘무조건 항복’에 상응

하는 어떠한 조치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412) 점령 이후 연합군과

의 전투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상황이 엄밀히 말해 독일과 같이

‘복속’으로 정의되는 사실적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413)

이에 따라, CPA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 전반에

대한 ‘변형적 점령’ 가운데 일부가 현행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도 정당

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로의 강제적 전환이나 급진적 경제개혁

과 같은 광범위한 변형정책은 ‘보존주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이탈로서

점령법상 점령국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었

다.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라크 점령 당시 국제점령법의 틀 내

409) Melissa Patterson, supra note 22, pp.482-483.

410) Ibid., pp.477-478, 487.

411) 1945년 독일 점령 당시 연합국에 의해 원용되었던 ‘복속’ 이론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인민자결원칙의 확립으로 인해 오늘날의 국제법에서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Factors in War to Peace Transitions”,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27, No.3, 2004, p.862.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2조가 ‘복속’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기초할 때,

1945년 독일 점령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적용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163-164.

412) 그 결과 연합국 가운데 어떠한 국가도 ‘복속’ 이론을 원용하지 않았다. Brett H.

McGurk, “A Lawyer in Baghdad”, The Green Bag: An Entertaining Journal of
Law, Vol.7, 2004, p.52, n.1.

413) 2003년 4월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전체 영토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점령에 대한 이

라크 주민들의 저항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 이르러서는 ‘제2차 전

쟁’(Second War)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력저항이 심화되었다. Nora Bensahel, et al.,

supra note 365, p.96; Larry Diamond, supra note 403, p.211.

414)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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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던 광범위한 변형정책들 가운데 상당부분

들이 결과적으로는 국제인권법과 안보리 결의를 통해 허용된 것으로 간

주되었다.415) 물론 그렇다고 해서 CPA의 개별적인 조치들이 모두 국제

법상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수

견해들은 CPA의 특정 조치들이 점령법은 물론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

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416) 즉, CPA가 침략 직후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점령법상의 의무조

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었으며,417) 특히 광범위한 경제개혁과 민주주의로

의 강제적 전환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

다.418) CPA 명령 제39호를 통해 이루어진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은 명

목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419)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라크

에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할 의무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수익을 회

수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 것이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420) 이라크 점령 당시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상

415) Adam Roberts, supra note 16, p.621; Brett H. McGurk, supra note 288,

pp.459-461;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p.845-846;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68; Kaiyan Homi Kaikobad, supra note 407, p.264; Marc Warren,

“Belligerent Occupation”, in Geoffrey S. Corn, et al.(eds.), U.S. Military Operations:
Law, Polic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659-660;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766; Michael N. Schmitt & Charles H.B. Garraway,

supra note 364, p.55; Rüdiger Wolfrum, “The Adequac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ules on Belligerent Occupation: To What Extent May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 Be Considered a Model for Adjustment”, in
Michael Schmitt & Jelena Pejic (eds.), International Law and Armed Conflict:
Exploring the Faultlin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506; Steven

Wheatley, “The Security Council, Democratic Legitimacy and Regime Change in

Iraq”,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7, No.3, 2006, p.548

416) Adam Roberts, supra note 16, pp.614-615; Kaiyan Homi Kaikobad, supra note

407, p.260;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p.679, 694;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p.757-759; Rüdiger Wolfrum, supra note 415, p.508 등 참조.

417)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p.853-854; Hans-Peter Gasser, “From Military

Intervention to Occupation of Territory: New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 Dieter Fleck & Horst Fischer (eds.), Crisis Management and
Humanitarian Protection (Beliner-Wissenschafts-Verlag, 2004), p.154.

418)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69.

419) CPA 명령 제39호, 전문(preamble).

420) Rüdiger Wolfrum, supra note 20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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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는 했지만, 그것이 명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관련 안

보리 결의는 “국가 및 지역 대의기관의 회복 및 수립”, “경제재건 및 지

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법률 및 사법개혁의 촉진” 등과 같은 모호한 표

현을 사용한 ‘암묵적 승인’(implicit authorization)에 해당하는 것이었다.421)

이와 같은 이유에서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

하다는 점에서 이 결의가 국제점령법으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22) 그러나 이라크전

에 비판적이었던 독일조차도 결의 제1483호 표결시 정치적․경제적․민

주적 재건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423) 동 결의가 CPA의

권한을 확장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424)

421) Nehal Bhuta, supra note 63, pp.735-736.

422) Robert Kolb, “Occupation in Iraq Since 2003 and the Pow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0, No.869, 2008, p.48;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262.

423) UN Doc. S/PV/4761 (22 May 2003) (“A process of political and economic

reconstruction will be started. It is important now to give the Iraqi people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democratic and stable Government, … The United

Nations system will help them to realize it. Germany stands ready to contribute to

their efforts”).

424)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아니므로 점령국의 권

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Eric De Brabandere, “The Responsibility for Post-Conflict Reforms: A

Critical Assessment of Jus Post Bellum as a Legal Concept”,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43, No.1, 2010, p.131; Steven Wheatley, supra note 415,

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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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제점령법의 적용 여부

Ⅰ. 국제점령법의 유효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 이후 가속화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의 증가로 국제점령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감소하였으며,

실효적 지배를 수반하는 점령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점령국들은 비

정규군의 저항에 대한 우려와 점령지역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난점

으로 국제점령법의 구속력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더욱이

1945년 이후의 ‘장기적 점령’ 상황과 이른바 ‘변형적 점령’이라는 점령 양

상의 출현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을 이루는 ‘보존주의 원칙’이 더 이상 시

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실행을 반영하는 대안적인 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425) 이와 같은 주장들은

결국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령’ 등과 같이 기존의 국제점령법이 상

정하지 않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점령국에게 기존체제에 대한 근본

적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테제에 이르게 된

다.

그러나 ‘점령’ 상태의 존재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실’(fact)

의 문제로서 점령국에 의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확립되면

족하다는 점에서 점령국들이 아무리 그 지위를 부인하더라도 국제점령법의

유효성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426)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1949년

제네바 제4협약과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채택을 통하여

국제점령법은 그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을 뿐 아니라,427)

국제인권조약 역시 점령지역으로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점령

425) Hilary Charlesworth, supra note 288, p.233.

426) Ibid., p.51.

427) 점령국들이 점령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7년 제네바제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전문(前文; preamble)에서는 “무력충돌의 성격이나 원인 또는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거나 충돌당사국에 기인하는 이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

한 차별도 없이 이들 약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적용됨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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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법 규범이 발전해왔

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점령국들이 다양한 논거를 활용

하여 점령법의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주요 국제재판소에서는 이른바

‘실효적 지배’ 기준에 따라 외국 영토에 대해 권한이 행사된 범위 내에서

‘점령국’의 지위를 인정하여 왔다.428) 2003년 이라크 점령 당시 안보리

역시 관련 결의를 통해 점령국들에게 국제점령법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그 규범체계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물론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령’과 같은 특수한 점령양상이 전통

적인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명시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법 체제 하에서 점령이 장기화되었다거나 독재정권이 무너져

급진적 변형이 요구된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만으로 점령국에게 국제점령

법 체계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범이나 국제적 합의가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429) 따라서 기존의 국제점령법

체계 하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다양한 점령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지

라도, 기본적으로 그 해결책은 현행 국제점령법이라는 규범적 틀 내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령’과 같은

특수한 점령 상황과 관련하여, 현행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는 점령국에

게 어느 정도의 권한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권한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장기적 점령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국제점령법 체계에서 단기적 점령과 장기적 점령을 구별할 수 있는

428) 대표적으로 Loizidou v. Turkey, Application no. 15318/89 (ECtHR, 18 December

1996)(이하, Loizidou case). para.52;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ara.78;

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170, paras.176, 178 등 참조.

429) 이기범, 전게논문(각주 1), 117-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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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점령’이라는 새로운

점령 양상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였던 Adam Roberts의 경우 ‘장기적

점령’을 가리켜 “적대행위가 급격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5년

이상 지속된 점령상황”으로 정의내리기도 하였으나,430) 그와 같은 구체

적 기간이 국제점령법의 관련 규칙을 통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

다. 특히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조 3항은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상

당수의 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77년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따라 이른바 ‘1년 후 종료 규정’은 일반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점령이 장기화됨으로써 기존의 점령법

이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해 규범체계 자체

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점령’에 따

라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점령법이 계속 적용되는

지 여부가 아니라, 이른바 ‘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된 권

한의 범위가 ‘장기적 점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점령지역에서 어

떠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령국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는

핵심규칙인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안정’과 ‘변화’ 간의 균형을 유지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431) ‘보존주의

원칙’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432) 애당

초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입안될 당시부터 보존주의 원칙에

는 ‘military necessity’라는 예외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제2

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실행에 있어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절대적

금지’는 ‘military necessity’에 비해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

430) Adam Roberts 스스로도 5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편의상의 설정에 불과할 뿐이며

‘장기적 점령’의 구체적 정의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고 있다. Adam Roberts, supra
note 14, p.47.

43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89.

432) Adam Roberts, supra note 16, 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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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나아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서는 제64조를 통하여 그와 같은

실행을 반영함으로써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가 명확히 확대되

었다. 이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

하기 위해서는 점령국에게 적극적 개입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었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제네바 제4협약이 채택된 1949년 이후의 시점

에 있어서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은 장기적 점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도입까지도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433) 학계에서도 대체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

조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동 조항이 ‘장

기적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충분

히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34)

이와 같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의 채택을 통한 보존주의 원

칙의 예외 확대는 구체적 상황에서 장기적 점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점령지역에서 요구되는

개혁을 수행하거나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점령국뿐이라 할

것이므로, 점령국에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

장”, 특히 그 중에서도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는 요소는 시간에 걸

쳐 변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의존하는 신축적인 개념이

라 할 것이므로, 장기적 점령상황에서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433) Vaios Koutrouli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ituation of Prolonged Occupation: Only a

Matter of Tim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186.

434) Ibid., p.177; Christopher Greenwood, supra note 204, p.263;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72;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supra note 411, p.860;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09; Yutaka Arai-Takahashi, supra note 356,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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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435) 다만,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 따른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점령국에게 적극적 의무를 부과함

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애당초 점령의 장기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

로서 입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1949

년 제네바 제4협약에 따라 확대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할 때, 특히 점

령군의 안보상의 이익과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는 이

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점령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황이 확보된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 안보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우선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436)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를 가장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주권을 보유하지 못

한 점령국이 이를 근거로 실제로는 자국의 국내적 조치와 동일한 방식으

로 점령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피점령

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437) 뿐만 아니라, 명목상으

로는 입법권 행사의 목적이 인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병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점령국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

도 충분하므로,438) 점령국의 입법권 행사가 진정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435) David Kretzmer, supra note 191, p.69.

436)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74; Vaios Koutroulis, supra note 433,

p.186.

437) 同旨 Alain Pellet, “The Destruction of Troy Will not Take Place”, in Emma

Playfair (ed.), Interna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Territories
(Clarendon Press, 1992), pp.201-202; Raja Shehadeh, Occupier's Law: Israel and
the West Bank, Revised ed.(Institute for Palestine Studies, 1988), p.13.

438) Allan Gerson, supra note 191, p.538. 2003년 이라크 점령 당시 CPA는 전면적인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기업을 완

전히 사유화하거나 세금 없이 투자금과 이익금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

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는 기존 이라크 헌법에 따를

경우 아랍국가들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CPA가 이라크 주민들

의 ‘복지’에 대한 점령국으로서의 책임을 그 명목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CPA 명령

제39호 참조), 실제로는 이라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점령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p.757-759;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79.



- 116 -

복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국민의 복지에 대해서도 점령국이 유사한 관심

을 보인 적이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였

다.439) 이 기준은 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440) 즉, 점령국이 점령지역에 새롭게 도입한 입법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정작 본국에서는 시행된 바가 없을 경우 당해 입법이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

다.441) 점령지역이 법 개혁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측면에

서,442) 이와 같은 기준은 점령국에 의해 도입된 입법이 진정으로 ‘점령지

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른 답변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점령

국의 입법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점령국

의 본국에서는 적절한 입법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관과 전통의 차이로 인해 그 적용이 점령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저히 불합

리한 것이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443) 점령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준을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할 경우에는 점령국이 자국의 입법을 복제하여 점령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하거나 두 지역의 법 상황을 동화시킴으로써

점령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병합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

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44) 따라서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입

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활용

하면서도, 점령국과 피점령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

려를 통해 점령국의 진정한 의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39) Yoram Dinstein, supra note 201, p.9;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121.

440) Theodor Meron, supra note 191, pp.549-550.

441)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p.121-122.

442) Ibid., p.122.

443) Conor McCarthy, supra note 199, p.63.

444)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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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점령국

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스라엘 대법원 역

시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 점령국에 의해 취해진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주된 동기’가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445) 물론 이와 같은 기준 역시 남용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점령국이 점령지역 현지의 입법을 변

경하는 주된 동기가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

하는 기준은 결국 점령국의 주관적인 결정에 입각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예컨대 점령국에 의한 전력발전이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점

령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점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력공급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령국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

이다.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을 명분으로 지역개발이 용인될 경

우, 궁극적으로는 점령국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

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가 반드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447) 따라서 문제된 조치의 ‘진정한 동기’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의사결정 과정에 점령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었을 경우에는 점

령국에 의해 취해진 조치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이

다.448) 따라서 점령국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된 정책을 일응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점령국의 안보 문제에 직결된 사항이 아닌

한, 점령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점령지역의 장

445) supra note 217.

446) Yoram Dinstein, “The Israel Supreme Court and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25, 1995, pp.11-12.

447) Emma Playfair, “Playing on Principle? Israel’s Justification for its Administrative

Acts in the Occupied West Bank”, in Emma Playfair (ed.), Interna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Territories (Clarendon Press, 1992), pp.216-220.

448) Robert Kolb, supra note 258,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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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개혁과 관련된 주요 계획들을 채택․이행하기에 앞서 이들과 협의

하는 절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449) 이와 같은 절차는 개혁조치의

진정한 ‘동기’가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450)

Ⅲ. 변형적 점령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장기적 점령’과 마찬가지로 ‘변형적 점령’이라는 양상 역시 기존의 국

제점령법에서 상정하고 있었던 일시적 점령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및 일본에 대한

점령과 2003년의 이라크 점령을 통한 전후 재건이 현행 국제점령법 체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가실행에 기초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1945년의 이른바

‘무조건 항복’에 따른 독일 또는 일본의 점령 사례와 같이 국제점령법 체

계로부터의 광범위한 이탈이 현행 국제법 하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어떠한 예외도 설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제7조에서는 교전국 간에 체결된 어떠한 특별협정도 조약상 부여된 권리

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일과 일본에서의 ‘변형적 점령’

사례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한 선례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451)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1949년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점령법 규범을 새롭게 성문화하는 과정에서도 독일이

449)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46-247;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75.

450)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점령국의 조치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취해진 것

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적 감독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76.

451) Ibid., p.164; Gerhard von Glahn, supra note 20, pp.281, 283; Yoram Dinstein,

“Jus in Bello Issues Arising in the Hostilities in Iraq in 2003”, in Rechard B.

Jaques (ed.), Issues in International Law and Military Operations, International
Law Studies Series Vol.80 (U.S. Naval War College, 200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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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변형적 점령’을 유용한 선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입안 과정에서 미국측은 독일

과 일본에서의 점령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령국에게 사실상 무제한적

인 입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련측을 비롯

하여 노르웨이, 루마니아 및 멕시코의 반대로 채택이 좌절된 바 있다.452)

그렇다면 현행 국제점령법 체계 하에서 1945년 이후 불과 50여년 만

에 다시 출현한 2003년 이라크에서의 ‘변형적 점령’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엄밀히 말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채택된 이후 나타

난 ‘변형적 점령’ 사례는 2003년의 이라크 점령 사례가 유일하다. 1945년

이후 UN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국가의 일방적 점령사례를 살펴보면, 총

19건의 점령 중 ‘변형적 점령’ 사례는 총 4건이었으며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채택 이후 이루어진 ‘변형적 점령’ 사례는 2003년 이라크 점령 단 1

건에 불과했다(표 1). 이에 비추어 볼 때, ‘변형적 점령’은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나타난 일반적인 점령 양상이 아니라, 독재 치하에 있었던 국가

에 근본적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립하고자 하

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453) 점령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헌법 제정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점령지역의 헌법 변경은 극소수의 강대국에 의한

것이었을 뿐, 그와 같은 실행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454)

452) 1949년 5월 16일 미국측은 “점령지역의 형벌법령은 점령국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지니며, 점령지역의 법원은 전기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죄행

위에 대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55조(현행 제64조) 초안을

제출하였다. Final Record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f Geneva of 1949, Vol.Ⅲ,

p.139, No.294. 이에 대하여 소련측은 동 초안이 점령국에게 점령지역의 형벌법규를

수정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통해

점령국에게 부여된 제한적 권리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op. cit.,
Vol.Ⅱ-A, pp.670-671.

453) Gregory H. Fox, supra note 294, pp.197-223.

454) Zachary Elkins, et al., “Baghdad, Tokyo, Kabul...: Constitution Making in

Occupied States”, William and Mary Law Review, Vol.49, No.4, 2008, p.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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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45년 UN헌장 채택 이후 개별 국가에 의한 변형적 점령 현황 455)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점령 당시 애당초 CPA가 대외적으로 표방했던

점령정책의 목표는 ‘안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재건’에 이르기까지

455) Gregory H. Fox, supra note 294, pp.200-211.

순번 년도
점령주체

(점령국)

점령대상

(피점령국)
변형정책 유무 변형의 성격

1 1945 연합국 독일 ○(광범위) 자유/민주주의적

2 1945 연합국 오스트리아 ○(광범위) 자유/민주주의적

3 1945 미국 일본 ○(광범위) 자유/민주주의적

4 1941 구소련 북부 이란 × -

5 1967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스라엘: 일부)

○(EU: 광범위)

이스라엘:안보관련

EU:자유/민주주의적

6 1968 구소련 체코슬로바키아 × -

7 1973 리비아 차드 × -

8 1974 터키 키프로스 × -

9 1975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 반자유주의적

10 1976 시리아 레바논 × -

11 1978 베트남 캄보디아 ○(광범위) 반자유주의적

12 1979 탄자니아 우간다 × -

13 1980 구소련 아프가니스탄 △(일부)
대체로 반자유의적

(일부 자유주의적)

14 1982 미국 그레나다 × -

15 1989 미국 파나마 × -

16 1990 이라크 쿠웨이트 × -

17 1998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 -

18 2003
미국주도

연합국
이라크 ○(광범위)

자유/민주주의적

자유시장경제

19 2006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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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및 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변형에 있

었다.4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 제1483호는 그와 같은 변형조

치가 불법이라거나 무효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점령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점령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변형정책의 상당부분을 정

당화하였다.457) 국제점령법상 보존주의 원칙의 유효성은 여전히 유지되

었으나, 이른바 실패국가를 비롯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

는 국가에서 인권보호와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근본

적 체제 변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458) 이라

크 점령 당시 광범위한 경제개혁과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같은 CPA의

특정 조치들이 국제점령법은 물론 관련 안보리 결의까지도 위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상

의 의무에 기초하여 또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통한 추가적인 권한 부여

형식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변형적 정책 수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459)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456) Malcolm N. Shaw, “Territorial Administration by Non-Territorial Sovereigns”, in
Yuval Shany & Tober Broude (eds.), The Shifting Allocation of Authority in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Sovereignty, Supremacy and Subsidiarity (Hart

Publishing, 2008), p.390.

457) Eyal Benvenisti,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Law on Occupation: Resolution

1483 on Iraq in Historical Perspective”, Israel Defense Forces Law Review, Vol.1,

2003, p.38.

458) Gregory H. Fox, “Transformative Occupation and the Unilateralist Impuls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241.

459) Adam Roberts, supra note 16, p.613; David J. Scheffer, “The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Law on Military Occupations”, in Vaughan Lowe, et al.(ed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War: The Evolution of Thought and
Practice since 1945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600-60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58, 268-269; Marc Warren, supra note 415, pp.659-660;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768; Melissa Patterson, supra note 22, pp.467-488;

Michael N. Schmitt & Charles H.B. Garraway, supra note 364, p.61; Orna

Ben-Naftali, “Belligerent Occupation: A Plea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uperviory Mechanism”, in Antonio Cassese (ed.), Realizing Utopia: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549-550;

Omer Faruk Direk, Security Detention in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s:
Kosovo, East Timor, and Iraq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5), p.130; Philip

Spoerri, “The Law of Occupation” in Andrew Clapham & Paola Gaeta (e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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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점령 직후 다수의 연구들은

‘변형적 점령’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반적 점령 양상인 것처럼 설명

하는 경향이 있으며,460) 심지어 이라크에서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관습

국제법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461) 특히 일각에

서는 ‘변형적 점령’ 양상을 UN의 지원과 안보리의 지지를 통해 중립화된

“새로운 다국적 점령모델”(a new model of multilateral occupation)이라

고 평가하기도 하였다.462) 이라크 점령 당시의 변형적 점령이 국제법상

불법이었다고 평가한 견해들도 그것이 안보리의 ‘묵시적’ 승인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비판한 것이었을 뿐,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일정한 경우 ‘변형

적 점령’이 허용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463)

이와 달리, ICRC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변형적 점령’이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서 현행 국제인도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

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론은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일반

적 용례와 달리 변형적 점령의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

한 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점령법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보존주의 원칙에 따르면 “점령지역의 제도적․

정치적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변형적 점

령 개념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

제로 동 보고서에서는 ‘변형적 점령’의 의미를 이와 같이 광의의 개념으

로 이해함으로써 그와 같은 점령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다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in Armed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197; Rüdiger Wolfrum, supra note 204, pp.16-17.

460) 예컨대 Adam Roberts, supra note 16, p.588; Breven C. Parsons, supra note 246,

p.14; David Sheffer, supra note 22, pp.847-853; Grant T. Harris, supra note 236,

p.33; John Yoo, supra note 215, pp.7-22; Nehal Bhuta, supra note 63, pp.733-739;

Nicholas F. Lancaster, supra note 236, p.90; Peter M.R. Stirk, The Politics of
Military Occupa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p.203 등 참조.

461) Brett H. McGurk, supra note 288, pp.463-465.

462) Carsten Stahn,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Versilles to Iraq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143; Grant T.

Harris, supra note 236, pp.2, 11-68.

463) 대표적으로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296; Robert Kolb, supra note 422,

p.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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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완전한’(full-fledged) 변형정책과 점령법상의 관련 규범

안에서 기반시설의 적절한 기능을 목적으로 한 ‘온건한 변화’(smoother

changes)를 구별함으로써 일정한 변형정책이 현행 국제점령법의 틀 내

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464)

그렇다면 현행 국제법의 틀 내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협의’의 ‘변형적 점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Adam Roberts가 정의내린 바와 같이 변형적

점령이 “2003년의 이라크 점령과 같이 독재치하에 있었거나 실패한 국가

에 있어서 그 헌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법적 질서에 근본적인 변

화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를 위한 조건을 형성

하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점령상황”이라고 한다면, ‘국가실패’라는

사실적 상황이나 변형정책의 ‘목적’에 기초하여 변형적 점령의 판단기준

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 개념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실패’ 상황 역시 국제법상 새로운 의무를 수반하

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465) 더

욱이 국가실패가 무력충돌의 결과일 경우에는 변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

한 논거로 악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동의’라는 요소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466) 자결권

은 자유의사에 따라 적극적이고 명확한 참여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는 점467)에서 동의의 유효성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수반된다.

따라서 현행 국제법의 틀 내에서 변형적 점령이 ‘예외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점령국에 의한 변형정책이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및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따라 현

464)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68.

465) Ibid., p.70.

466) Ibid., p.69; Philip Spoerri, supra note 459, p.190.

467) Jorge Cardona Llorens, “Les Principes Fondamentaux du Droit International et

les Limites aux Transformations dans les Territoires Occupés”, in Proceedings of
the Bruges Colloquium: Current Challenges to the Law of Occupation, No.34, 2005,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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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 있듯이, 변형적 점령을

포섭할 수 있도록 현행 국제점령법 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대체로 국제점령법상 허용되는 ‘변형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s)

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468) 일반적으로 현행 국제

점령법에 따른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사유에 기초해서도 ‘변형적 점령’에

필요한 다소간의 변형정책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military

necessity’ 이외에도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이행’이나 ‘공공질서와 시

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령국의 권한이 확

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469) 실제 이라크에서의 변형적 점령에 있어서 CPA

의 개별 조치들 가운데 통치 및 재산관리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진 변형

적 조치들은 현행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도 전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

었다.470) 이와 같이 일체의 변형적 정책이 국제점령법에 반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점령국에 의한 변형정책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및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의 해석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국제인

권조약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점령국이 자국이 당사

국인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반하는 내용의 현지법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정지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471)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따라 현

지법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사유로는 점령국의 안전이나

제네바 제4협약상의 의무이행 이외에도 ‘국제인권법상의 의무 이행’이라

는 사유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472) 경우에 따라서는 점령국이 국

제인권법상의 인권증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정한 변형적 정책을 시

468) Lindsey Cameron, “Does the Law of Occupation Preclude Transformational

Developments by the Occupying Power?”, in Proceedings of the Bruges
Colloquium: Current Challenges to the Law of Occupation, No.34, 2005, p.62.

46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제2장 제3절 Ⅲ 참조.

470) Michael N. Schmitt & Charles H.B. Garraway, supra note 364, pp.36-38, 51-53.

471) Malcolm Shaw, supra note 399, p.385.

472)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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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에 따라 다소 광범위한 입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

다.473)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점령국이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현지

법을 중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중지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 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474)

이에 따르면, 점령 당시 이라크의 인권상황이 매우 악조건이었다는 점에

서 Hussein 정권의 정부기관을 대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 의무들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경우 광범위한 체제 전환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475) 그러나 ICRC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적절히 지적된 바

와 같이, 국제인권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과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476) 다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가 일정부분 변형정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형적 점령이 허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로

는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477) 변형적 점령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점령법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

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점령국에 의한 변형적 정책 수행을

감독하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안보리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할 경우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점령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UN헌장 제103조에 따라 기타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

선하는 헌장상의 의무에는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도 포함되기 때문

473) Adam Roberts, supra note 16, p.620;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02.

474)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p.676-677.

475) 대표적으로 John Yoo, supra note 215, p.21 참조.

476)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69.

477) Ebrahim Afsah, “Limits and Limitations of Power: The Continued Relevance of

Occupational Law”, German Law Journal, Vol.7, No.6, 2006, 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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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78) 그러나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경우 점

령국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8) Andrea Paulus & Johan Ruben Leiß, “Article 103”, in Bruno Simma, et

al.(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Ⅱ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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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기구에 의한 점령양상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제1절 ‘국제적 영토관리’(ITA)의 출현배경과 그 특성

Ⅰ. ‘국제적 영토관리’ 개념의 출현 배경 

1991년 소련 붕괴를 통한 냉전 종식을 계기로, UN과 기타 다자기구들은

이른바 ‘국제적 영토관리’(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ITA)479)

의 주체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토에서 직․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민주제도와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국가재건’(state reconstruction) 활동을 통해 분쟁 종료지역에서의 항구

적 평화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 왔

다.480) 코소보의 UNMIK, 동티모르의 UNTAET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순 점령국과는 구별되는 ‘국제적 행위자’에게 특

정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권(administrative powers)을 부여한 것은

최근에야 비로소 출현한 혁신적 개념은 아니었다. 그 최초의 사례는 비

엔나 회의를 통해 ‘크라카우 자유도시’(Free City of Cracow)가 수립된

1815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481)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실행은 이른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내지 ‘국제화된 영토’(internationalized territories)

479) 이와 같은 실행은 대체로 ‘국제적 영토관리’(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또는 ‘영토관리’(territorial administration)라는 개념으로 지칭되었으나, 논자에 따라서는

‘국제화된 영토’(internationalised terrtory), ‘과도적 관리’(transitional administration),

‘신탁통치적 관리’(trusteeship administration), ‘새로운 형태의 신탁통치’(neo-trusteeship),

‘인도적 점령’(humanitarian occup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480) Bernhard Knoll, The Legal Status of Territories Subject to Administration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2.

481) Eric De Brabandere, Post-conflict Administrations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and Foreign
Occupation in Theory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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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이를 ‘국제적 영토관리’

(ITA)의 기원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482) ‘국제화된 영토’라는 개념은 국

제적 관리 하에 있던 자주적인 실체들을 ‘피보호국’(protectorates), ‘공동

영유’(condominium), ‘위임통치지역’(Mandate territories), ‘신탁통치지역’

(Trusteeship territories) 등과 같이 주권이 제한된 실체들과 구별하기

위해 발전된 개념이었다. 특히 ‘자유도시’(free cities) 내지 ‘자유영토’(free

territories)와 같은 자치지역의 법적 지위는 이들과 별개의 범주로 포섭

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이는 1961년 Méir Ydit의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화된 영토’라는 개념으로 정식화되었다.483) 제1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 이전까지 ‘국제화

된 영토’의 관리는 다국적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이 공동으로 행사됨으로써 본질적으로 ‘국가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국제화된 영토’ 개념은 세력균형에

따른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전후 영토분쟁의 해결기제로 활용되었

으므로,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승국 중심의 특

정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484)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국제사회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

면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초점은 점차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

을 위한 기제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뒤를 이은 UN은 ‘전후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및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화된 영토’ 개념을 발전

시켜 이른바 ‘국제적 영토관리’(ITA)라는 개념을 새롭게 창출하였다. 이

에 따라 최근 국제적 행위자들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참

여하는 활동에는 제반 정부영역에서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혁들이 포

482)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50 참조.

483) Méir Ydit, Internationalised Territories from the Free City of Cracow to the Free
City of Berlin: A Study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 Modern No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W. Sythoff, 1961), pp.22-91.

484) Eric De Brabandere,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s and Post-conflict

Reforms: Reflections on the Need of a Jus Post Bellum as a Legal Framework”,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Vol.44, Issue 1-2, 201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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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485) 요컨대, 이른바 ‘국제화된 영토’라는 개념은 본래 항구

도시나 바다․운하․강의 하구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제한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에게 유

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협소

한 의미로 사용되던 ‘국제화’ 개념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

히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출현과 함께 제도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486)

그러나 1991년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래의 ‘국제화된

영토’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체계화된 개념으로서의 ‘국제적 영토관리’

(ITA)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196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신탁통치지역이 독립되어 UN헌장에 따른 ‘신탁통치제도’의 활용이 서서

히 줄어들면서,487) 이른바 ‘국제화된 영토’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도 점

485) Id.

486)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p.50-72.

487) 신탁통치제도 수립 이후 최초로 신탁통치지역에서 벗어난 사례는 영국령 토골란드

(Togoland)로서, 1956년 12월 13일자 UN총회결의 제1044(XI)호에 따라 신탁통치협

정이 종료되고 1957년 가나(Ghana)로, 프랑스령 토골란드의 경우에는 1959년 12월 5

일자 UN총회결의 제1416(XIV)호에 따라 1960년 토고(Togo)로 독립하였다. 이에 앞

서, 프랑스령 카메룬이 1959년 3월 13일자 UN총회결의 제1349(XIII)호에 따라 1960

년 카메룬(Cameroon)으로 독립하였으며, 영국령 카메룬의 경우 국민투표를 거쳐 북

부지역은 1961년 나이지리아(Nigeria)로, 남부지역은 카메룬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1961년 4월 21일자 UN총회결의 제1608(XV)호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탈리

아령 소말리랜드(Somaliland)는 기존에 피보호국(protectorate)으로 남아있었던 영국

령 소말리랜드와 통합하여 1959년 12월 5일자 UN총회결의 제1418(XIV)호에 따라

1960년 소말리아공화국(Somali Republic)으로, 영국령 탕가니카(Tanganyika)는 1961

년 4월 21일자 UN총회결의 제1609(XV)호와 동년 11월 6일자 UN총회결의 제

1642(XVI)호에 따라 1964년 탕가니카 잔지바르 연합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ganyika and Zanzibar)으로(같은 해 탄자니아 연합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으로 개칭), 서사모아는 1961년 10월 18일자 UN총회결의 제1626(XVI)호에

따라 1962년 사모아(Samoa)로, 호주령 나우루는 1967년 12월 19일 UN총회결의

2347(XXII)호에 따라 1968년 나우루(Nauru)로, 호주령 뉴기니는 1974년 12월 13일자

UN총회결의 3284(XXIX)호에 따라 1975년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로 독

립하였으며, 벨기에령 루안다-우룬디는 1962년 6월 27일자 UN총회결의 제1746(XVI)

호에 따라 브룬디(Brundi)와 르완다(Rwanda) 두 개의 주권국가로 분리독립하였다.

UN헌장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유일하게 미국에 의한 ‘전략적 신탁통치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태평양제도의 경우, 1990년 12월 22일자 UN안보리결의 제683호에 따라

북마리아나제도(Norther Mariana Islands), 마샬제도 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Federate States of Micronesia)에 대한

신탁통치가 종료되었다. 1994년에는 11월 10일자 UN안보리결의 제956호에 따라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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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소하였다. 다만, 소비에트 진영에서는 애당초 국제사회의 탈식민지

화에 적극적이었으므로 냉전 자체가 신탁통치지역의 독립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정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한 UN차원의 영

토관리는 동서간의 냉전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늘날의

‘국제적 영토관리’(ITA)가 자유민주주의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국가재건

을 추구하는 데 반해, 자본주의 중심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축으로

동서 이데올로기가 극명하게 대립되던 냉전시대에는 영토관리의 형식에

대한 합의 자체가 쉽사리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냉전으로 인해 강

대국들의 대리전에 휘말려 있었던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개입이 절실하였으나, 동서 양 진영 어디에서도 ‘냉전’이라는 현

실적 장애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할 수 없었다. 실제로 냉

전 종식 이전에 발생했던 내전의 상당수는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리전’

(proxy war)이었으며, 그 결과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가까

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UN에게 적극적인 분쟁해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488)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강대국들이 대리전을 통해 기대

했던 전략적 이해관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냉전체제 하에서 강대국들의 원조에 의존하던 정권들은 그 지원이 감소

하자 국내적 불만세력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각한 내전으로 치

닫게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은 종래와는 달리 더 이

상 그에 대한 개입을 주저하였다.489) 이와 같이 1990년을 전후하여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요 내전(civil war)들은 이른바 ‘거버넌스의

위기’(crisis of governance)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90) 이른바 ‘실패국가’

우(Palau)에 대한 신탁통치가 종료됨으로써, 총 11개 지역의 신탁통치가 모두 종료되

었다. Audriy Y. Melnyk, “United Nations Trusteeship System”,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13), paras.24-27.

<http://opil.ouplaw.com/home/epil>.

488) Gregory H. Fox, Humanitarian Occu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46.

489) Roland Paris, At War’s End: Building Peace After Civil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16.

490) Oliver Ramsbotham, et a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e Prevention,
Management and Transformation of Deadly Conflicts, 3rd ed.(Polity Press, 2011),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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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 states)로 분류되기도 하는 내전 상태의 국가들에게는 분쟁 자체

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491) 결국 그 해

결을 위해서는 외부적 행위자들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이와 같이 냉전의 종식으로 UN이 직접적인 분쟁관리의 주체로 부상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492) 소련의 붕괴와 모스크바에서

의 새로운 외교정책 채택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의 관계 역시 개선

되기 시작하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 역시 급격히 감소되었다.493)

그간 UN 평화유지활동(PKO)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던 소련은 1988년

종래의 태도에서 선회하여 적극적 참여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494) 더

욱이 내전과 같은 심각한 국내적 위기가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그 회원국들의 안보상의 이익뿐 아니라 ‘인

도적 목적’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개입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495) 그 결

과 안보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UN헌장 제39조상의 “평화에 대한 위협”

(threat to the peace)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분쟁 뿐 아

니라 이른바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규정되는 내전, 나아가 대규모 기아사

태 및 대량 난민이동 등과 같은 내전의 부수적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UN

헌장 제7장에 따른 권한의 발동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496)

491) Adam Daniel Rotfeld (ed.), SIPRI Yearbook 200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3. ‘실패국가’의 개념과

그에 따른 주변국 개입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는 김선표, “실패국가에 대한 국

제사회 개입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1호(2017), 1-46쪽 참조.

492) Norrie MacQueen, The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nd the Cold War, 2nd
ed.(Routledge, 2011), p.93.

493) 1945년 UN창설 이후부터 냉전이 종식된 1991년까지 201건(연평균 4.3건)에 이르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1992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41건(연평균

1.6건)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그 범위를 20세기로 국한할 경우, 냉전 종식 후 거부권

이 행사된 사례는 불과 9건(연평균 0.8건)에 불과하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

권 행사에 관한 세부 목록은 <http://research.un.org/en/docs/sc/quick>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494) John Mackinglay & Jarat Chopra, “Second Generation Multinational Operations”,

Washington Quarterly, Vol.15, No.3, 1992, pp.115-116.

495) Richard Caplan, International Governance of War-Torn Territories: Rule and
Re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0-11.

49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Michael W. Doyle, “The New Interventionism”,

Metaphilosophy, Vol.32, Nos.1/2, 2001, pp.212-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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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UN 차원에서도 PKO의 임무가 급증하게 되었다. 1945년

부터 1988년까지 불과 15건에 불과하던 임무는 1989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54건으로 증가하였다.497) 특히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분쟁이

종료된 지역에서는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함에 있어 동

서간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적 개혁에만 초점을 맞

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UN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민주적 제도가 내전

의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

의가 이루어졌다.498) 이와 관련하여, 1992년 1월 개최된 최초의 UN 안보

리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UN사무총장에게 UN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UN사무

총장 Boutros Boutros-Ghali는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

라는 획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UN이 내전으로 분열된 국가들의 제도와

사회기반시설의 ‘재건’(rebuilding)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

다.499) 또한 전후 분쟁재발 예방을 위한 국내적 개혁조치를 설명하기 위

해 ‘전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그 권한이 법치주의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같은 민주적 제도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500) 그 결과 국가실패와 그로

인한 내전 상황에 대한 UN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되었으며, 그와

같은 경우 국제적 권한행사를 통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주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합의가 형성

되었다.501)

497) UN 평화유지활동 임무단 전체 현황은 <http://www.un.org/en/peacekeeping/operations/>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498) 이와 같은 취지에서 UN사무총장은 1992년 11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자

유롭고 정기적인 선거는 잠재적이고 현존하는 분쟁에 대한 가장 적극적 해결책을 제

공한다. 이러한 방면에 대한 지원을 통해 UN은 현재의 분쟁당사자들 간의 신뢰건설

을 원조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UN의 선

거지원을 통한 민주제도 수립이 평화구축 및 전후 평화재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UN Doc. A/47/668 (18 November 1992), para.76.

499) UN Doc. A/47/277-S/24111 (17 June 1992), para.15.

500) Ibid., paras.57, 59.

501) Oisín Tansey, Regime-Building: Democratization and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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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적 영토관리’의 정의 

코소보, 동티모르에서의 경우와 같이,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UN

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 전후 영토를 관리한 사례들이 기존의 실행과

구별되는 독특한 실행으로서 별도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전후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및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영토관리 체제’로 논

의되는 이른바 ‘국제적 영토관리’(ITA)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실

행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Bernhard Knoll의 경우 종래 사용되어 왔던 ‘국제화된 영토’

(internationalised territory)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국제

기구의 보조기관에 의한 임시적 관리”에 종속된 영토로 설명하기도 하였

다. 이는 국제기구 내지 그 보조기관이 특정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를 확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

다.502) 그러나 이와 같은 실행을 처음으로 ‘국제적 영토관리’(ITA)로 지

칭했던 Ralph Wilde는 이를 “특정 영토 단위에 대하여 운용되는 공식적

으로 설립된 지역기반 관리구조”로 정의하는 한편,503) 그 주체는 국가․

국가의 하위단위 또는 비국가적인 영토적 실체를 불문한다고 보아 국제

기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명된 기관으로서 법원이나 선거기관을 포

함한 지역기반 기구들에 의한 영토관리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

았다.504) 그러나 ‘국제적 영토관리’라는 용어가 항상 이와 동일한 개념으

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는 영토관리를 수행하는 주체와 목

적, 기간 등에 있어 논자에 따라 견해차를 보임에 따라, ‘국제적 영토관

502) Bernhard Knoll, supra note 480, pp.16, 18-52, 408.

503) Ralph Wilde, “From Danzig to East Timor and Beyond: The Role of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5, No.3, 2001, p.585.

504) Ralph Wilde, supra note 17,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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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개념 역시 달리 정의되었다. 예컨대, Marknus Benzing은 Ralph

Wilde와 같이 ‘국제적 영토관리’(ITA)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도, 그 주체를 단일 국가 또는 국가집단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시킴으

로써 이를 “특정 영토에서 당해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위임된 실

체, 즉 국제적 위임 하의 국제기구․단일국가 또는 국가집단에 의해 정

부 기능이 행사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

년 독일․오스트리아 점령이나 2003년 이라크 점령까지도 포함하는 광범

위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505) Carsten Stahn 역시 “공동체적 목적을 위

해 일시적으로 국제적 감독 또는 지원 아래 놓인 국제적 실체에 의한 시

정권 행사”라는 정의를 통해, ‘국제적 영토관리’를 2003년 이라크 점령까

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506)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적 목적’과 ‘일시적’이라는 제한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정부분

에 있어 Wilde가 정의한 ‘국제적 영토관리’의 범위를 다소 축소시킨 측

면이 있었다.507)

심지어 ‘국제적 영토관리’(ITA)라는 용어 대신 ‘인도적 점령’(humanitarian

occup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Gregory H. Fox의 경우에는 냉전 종료

이후의 실행들이 기존과는 달리 인권침해의 종식, 정부기관의 개혁 및

심각한 무력충돌에 관여한 당사자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 회복 등과 같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동체적 목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

들을 별개의 범주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Fox에 의해 ‘인도적

점령’은 “자유민주적 질서 수립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적 행

위자가 국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통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되었

다.508) 이에 따르면 기존의 국제적 관리가 주로 외부자들의 이익에 기여

505) Markus Benzing,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of Territorie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10), paras.1-20.

<http://opil.ouplaw.com/home/epil>.

506)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p.44-45.

507)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국가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특별한

형태의 ‘국가재건’(state-building) 활동을 가리켜 ‘과도적 관리’(transitional

administr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Simon Chesterman, You, the
People: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and State-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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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면, 냉전 이후의 임무들은 주로 내부자들(지역주민)의 이익

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는 차이점이 강조되었다.509)

이와 같이 1990년대부터 코소보, 동티모르 등의 사례와 같이 UN이 직

접 권한을 행사하여 영토를 관리한 사례를 가리켜 학계에서 ‘국제적 영

토관리’(ITA)라는 용어를 대체로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그 개념은 실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특히 논자에 따라서는 1990년

대 UN에 의해 수행된 ‘국제적 영토관리’를 19세기 유럽의 실행과 20세

기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제도 및 UN에 의한 신탁통치제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과 연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510) 이는

곧 기존의 ‘국제화’ 내지 ‘국제화된 영토’ 개념을 ‘국제적 영토관리’의 시

초이자 그 기원이라고 보는 시각511)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1년

Méir Ydit에 의해 정식화된 ‘국제화된 영토’라는 개념은 그 성질과 범위

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을 뿐 ‘법적인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512) 이를 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보기

에는 그 성립요건이나 배경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국제적 영토관리’로 논의되는 국제사회의

실행은 그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을 비롯한 “국

제기구”가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에 한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제도나

UN의 신탁통치제도는 이와 같은 실행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제1

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이었던 베르사유조약을 통해 수립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는 국제연맹규약 제22조를 통해 ‘문명의 신성한 수탁’(sacred

508) Gregory H. Fox, supra note 488, pp.3-4.

509) Ibid., p.43.

510) Dominik Zaum, The Sovereignty Paradox: The Norms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State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52-56; Markus

Benzing, supra note 505, paras.5-6; Oisín Tansey, supra note 501, pp.14-16; Ralph

Wilde, supra note 17, pp.47-60; Simon Chesterman, supra note 507, pp.11-47.

511)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50.

512) James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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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of civilisation)이라는 혁신적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공동체적 이

익을 앞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이는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인수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철저히 승전국들의 이익을 보장하

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513) UN헌장 제76조를 통해 “자치 또는 독립”(self-

government or independence)을 추구하였던 UN의 신탁통치제도 역시 다

수의 식민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유럽 강대국들의 반발로 인해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들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봉합되면

서 기존 위임통치제도의 한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514)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이르러 국제사회에서 촉발되었던 탈식민지 운동에

따라 대다수의 신탁통치지역이 독립되면서 1994년 UN 신탁통치이사회

의 활동은 결국 종료되었으나, 본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UN의

신탁통치제도는 그 어디에서도 종료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일

시성을 전제한 개념은 아니었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 및 UN의 신

탁통치제도가 사실상 제국주의를 연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평가

를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515) 이와 같이 1815년

부터 UN의 신탁통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국제화’ 개념은 동

일한 이유와 목적, 동일 법체계에 근거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국가 간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분

513) Ernst B. Haas, “The Attempt to Terminate Colonialism: Acceptance of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 No.1, 1953,

pp.1-2. 이에 따라 위임통치제도는 사실상 ‘정복’의 대용으로 기능하였다는 비판을 받

았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Inis L. Claude, Swords into Plowshares: the
Problems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71),

pp.352-353; Sharon Korman, supra note 40, p.143 참조.

51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2』(역사비평사, 1995),

252-253쪽 참조.

515) Anthony Anghie, “Colonialism and the Birth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Soverignty, Economy, and the Mandate System of the League of Nation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34, No.3, 2001,

p.615; Nele Matz, “Civilization and the Mandate System under the League of

Nations as Origin of Trusteeship”,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9, No.1, 2005, p.89; Peter Lyon, “The Rise and Fall and Possible Revival of

International Trusteeship”, Journal of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Vol.31, No.1, 1993,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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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결기제로 기능하면서 승전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516) 따라서 ‘국제적 영토관리’(ITA) 개념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제도와 UN의 신탁통치제도를 아우르는 ‘국제화된 영토’(internationalised

territory) 개념과는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개별국가와 구별되는 ‘국제기구’가 점령과 유사하게

특정 영토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게 되는 상황을 주요 논의대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UN의 승인에 따른 활동과 UN의 지휘 아래 수

립된 활동 간에는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517) 따라서 2003

년의 이라크 점령과 같이 그 활동이 일정부분 안보리 결의에 의해 규율

되었다 하더라도 UN의 지휘․통제 아래 수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고

에서의 ‘국제적 영토관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질적으로 ‘실효적 지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논의 범위에서 배

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를 경우 ‘국제적 영토관

리’(ITA)란 “국제기구(의 보조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지명된 기관이 특

정 영토에서 실효적 지배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하

여 일시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518)

516) Gregory H. Fox, supra note 488, pp.39-40.

517) Marten Zwanenburg, “Pieces of the Puzzle: Peace Operations, Occupation and

the Use of Force”, Military Law and Law of War Review, Vol.45, Nos.1&2, 2006,

p.240; Siobhán Wills, “Occupation Law and Multi-National Operations: Problems

and Perspectives”,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77, No.1, 2007,

p.321.

518) UN 이외에도 EU,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등의 지역기구들에 의한 시정권 행사도 ‘국제적 영토관리’(ITA)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에서 ECOWAS에 의해 수립된 ‘서아프

리카평화유지군’(ECOWAS Cease-fire Monitoring Group: ECOMOG)의 경우와 같이

시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내의 통치기구를 유지․지원하는 경우는 ‘국제적 영토관리’

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David Wippman, “Enforcing the Peace:

ECOWAS and the Liberian Civil War”, in Lori Fisler Damrosch (ed.), Enforcing
Restraint: Collective Intervention in Internal Conflic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p.180 참조. 다른 한편,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과도통치를 위해 UN총회

의 보조기관으로 수립된 ‘UN서남아프리카위원회’(1968년 UN총회 결의 제2372(XXII)

호에 따라 UN나미비아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같이 법적으로 광범위한 통치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치권 행사로 인해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실상 망명정부와 같은 기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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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점령법상 ‘점령’ 개념과의 관계

개별 국가가 무력충돌의 결과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점령국과 점령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점령법’ 체계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전시점령과 달리, 오늘날 ‘평화강제활동’(peace

enforcement operation)으로 일컬어지는 UN평화유지군의 활동에 대해서

는 국제점령법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다국적군이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여 점령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효적 지배’를 통해 시정권을

행사한 사례는 탈냉전 이후 이미 수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다. 그 중에

는 2003년 이라크 점령과 같이 미국 중심의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사례

도 있으나, 이와 달리 처음부터 UN의 승인 하에 UN사무총장의 직접적

인 통제를 받는 ‘평화유지군’이 시정기능을 수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

켜 명시적으로 ‘점령’(occup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여 왔

다. 이는 전통적인 전시 점령과는 달리 국제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국제적 영토관리’(ITA)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점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기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개별 국가들 간의 무력충돌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전시 점령’에 적용할 것을 의도한 것이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국제적

영토관리’(ITA) 상황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점령’의 본질적 요소가 그 ‘군사적’ 성격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 영토관

리에 있어서 그 군대는 당해 영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고

주요 관심사는 ‘통치’(governance)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역시 본고에서 정의하는 ‘국제적 영토관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Itsejuwa Sagay, The Legal Aspects of the Namibian Dispute (University of Ife

Press, 1975), p.272; Ralph Zacklin, “The Problem of Namibia in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1981-Ⅱ,
t.171, p.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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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요소는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519) 국제적 영토관리는 전통

적인 점령과는 다소 상반되는 양상으로서, 이는 UN의 ‘위임명령’(mandate)

에 따라 국제적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적 영토관리에 부여되는 업무 역시 일반적인 점령통치에 비해 보다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520) 국제적 영토관리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위한 국가재건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 영토관리를 통해 추구되는 목적은 오히려 ‘변형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에 가깝다. 개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형적 점령의 목적

은 점령국의 정책결정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국제적 영토관리

의 목적은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위임명령에 기초하여 실행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안보리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법적 권원”을 창

설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경우, 안보리에 의해 수립된 ‘국

제적 영토관리’ 체제는 그 적법성이 일반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가

능할 것이다.5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토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개별 국가

에 의한 점령과 국제적 영토관리가 유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 왔다.522) 특히 최근의 실행에 따르면, 점령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국제적 영토관리 역시 합의에 의하지 않은 형식으로 군사력을 사

용하여 외국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코소

보 사례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UNMIK가 종래 신 유고

연방(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FRY)이 행사하여 왔던 공적 권능

을 행사함으로써 코소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시

함으로써, UNMIK의 역할을 ‘국가’의 경우와 동일시하기도 하였다.523) 이

519) Steven R. Ratner, supra note 18, pp.701-702; Gregory H. Fox, supra note 458,

p.7.

520)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155.

521)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과 국제적 영토관리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Steven R. Ratner, supra note 18, pp.698-702 참조.

522) 대표적으로 Adam Roberts, supra note 9, p.291.

523) Behrami and Behrami v. France &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Application nos.71412/01 & 78166/01 (ECtHR, 2 May 2007), para.70. 동 사건에 대

한 평석으로는 Andrea Gioia, “The Rol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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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제적 영토관리라 할지라도 국내적 동의가 결여되

어 있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점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524) 뿐만 아니라, 점령의 경우든 국제적 영토관리의

경우든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집중된 ‘중앙집권주의적 체제’(centralistic

regime)가 형성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내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기도 하였다.525) 이와 같은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별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업무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점령이든 국제적 영토관리든 주민에 대해서는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526) 더구나 민간계

약자들을 포함한 업무담당자들에게는 오히려 현지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527) 이와 같은 공통점에 비추어볼 때, 결국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점령’이나 ‘국제적 영토관리’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영토관리 역시 전통적인 전시 점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일시적 체제를

통해 사실상 모든 정부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국제적 영토관

리’(ITA)라는 용어 대신 ‘인도적 점령’(humanitarian occup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528) 이처럼 ‘점령’과 ‘국제적 영토관리’가 유사

한 성질을 갖는 체제라면, 그에 대한 규범체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이점에 입각하여 전혀

in Monitoring Compliance with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 in Orna

Ben-Naftali (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as de Deux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208-209 참조.

524)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76.

525) Ibid., p.288.

526) Rüdiger Wolfrum,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in Post-Conflict Situation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Actors”,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9, 2005, p.685.

527)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88; Steven R. Ratner, supra note 18,

pp.715-717.

528) Gregory H. Fox, supra note 488,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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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체계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

여, 이하에서는 ‘국제적 영토관리’에 관한 국제적 실행들을 검토해보고

이 또한 개별 국가에 의한 점령과 마찬가지로 ‘국제점령법’ 체계에 의해

포섭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국제점령법이 어느 정도의 규

범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2절 국제적 실행의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영토관리’(ITA)를 “국

제기구(의 보조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지명된 기관이 특정 영토에서 실

효적 지배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특정한 국제적 행위자가 실효적 지배를 통해 시정권을 행사했던 사

례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국제적 영토

관리 사례들은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다소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적 영토관리는 분쟁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통치

기제로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실행을 보였으나, 아직 그와 같은 개념정

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냉전시기에만 하더라도 국제적 영토관리는 다소

일관성이 없는 임시적인 성격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냉

전시기의 실행은 국제적 영토관리의 개념적 발전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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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적 영토관리(ITA) 현황

Ⅰ. 임시적 통치기제로서의 국제적 영토관리

전후 국가재건 차원에서 ITA가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영토관리 기제

로 자리 잡은 것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였으며, 냉전시기에는 그 개념적

발전단계에서 아직 일관된 제도로서 정립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분쟁의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동서간의 냉전은 국제

적 영토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임시적’ 기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제공하였다. 1962년 서뉴기니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과도통

치기구가 수립되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비롯한 ‘완전한 권한’(full authority)

을 부여받았으나, 냉전이라는 구조적 틀 내에서 그 과도통치 역시 본질

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이와 같은 과도통치기

구가 수립될 수 있었던 것도 UN사무총장이 구소련과 대립관계에 있었

던 Dag Hammarskjöld에서 아시아 출신의 U Thant로 교체됨으로써 구소

련의 비난 명분이 약화되었던 점, UN 과도통치의 최종목적이 구소련의

우방국이었던 인도네시아로 서뉴기니를 이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구분 시작 종료 대상지역 국제적 행위자

1
임시적

통치기제

1960 1964 콩고민주공화국

UN

ONUC

2 1962 1963 서뉴기니 UNTEA

3 1993 1995 소말리아 UNOSOMⅡ

4

체계적

통치기제

1992 1993 캄보디아 UNTAC

5 1996 1998 크로아티아 UNTAES

6 1999 - 코소보 UNMIK

7 1999 2002 동티모르 UNTAET

8 1994 199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EUAM

9 1997 - PIC 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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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용비용을 UN의 예산이 아닌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균등

하게 부담하기로 했던 점 등과 같이 그 과도통치가 냉전이라는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이었다.529) 안보리의 관여

없이 UN총회의 승인과 감독 아래 UN사무총장이 과도통치를 주도했던

것도 냉전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것이었다.530) 이와 같은 국제정세

하에서 국제적 영토관리는 ‘임시적’ 기제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목

적도 냉전체제의 안정적 유지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UNTEA

에 의한 서뉴기니 과도통치는 오늘날의 국제적 영토관리가 추구하는 ‘민

주주의’나 ‘자결’의 증진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531) 결국 냉전

시기에 콩고민주공화국의 ONUC에 의해 이루어진 과도통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영토관리 기제로서가 아니라, 무정부상태로 인한 권력공백이라

는 의도치 않은 사태전환에 의해 UN이 ‘임시적으로’ 그 통치기능을 행사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재국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

의는 물론 공식적인 위임명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권력행사가 이

루어짐으로써 그 과도통치는 본질적으로 ‘점령’과 유사한 성질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1993년 소말리아의 UNOSOMⅡ는 시기적

으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수립되었으나, 이 역시 냉전시기의 임시적

통치기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1. 콩고민주공화국 (1960-1964)

가. 과도통치의 배경

콩고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은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른바 ‘가부장주의’(paternalism)

529) Norrie MacQueen, supra note 492, p.64.

530) Ibid., p.63.

531) John Saltford,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donesian Takeover of West Papua,
1962-1969: The Anatomy of Betrayal (Routledge Curzon, 2002),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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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 및 교육문제를 식민지 발전과정에서 애초부터

배제하였다.532) 그 결과 1960년 독립을 앞두었을 당시 콩고민주공화국은

정치적 경험은 고사하고, 의사, 법률가, 엔지니어, 고급장교 등의 고급인

력은 물론 대학 졸업자조차도 전무하다시피 하였다.533) 따라서 새롭게

수립되는 국가의 조직체계 역시 졸속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었다. 콩고민

주공화국의 헌법은 독립 3개월 전에 채택되었으며, 주요 정치기관인 대

통령과 수상 역시 독립을 앞두고 불과 6일 전에야 비로소 선출되었

다.534)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독립 선언(1960년 6월 30일) 직후인

7월 5일, 새롭게 구성된 콩고민주공화국 군대(Armée Nationale Congolese:

ANC)에 의한 폭동이 발생함으로써 그 소요사태는 인접 도시로 확산되

기에 이르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다이아몬드 광산의 밀집지인

카탕가(Katanga) 지역의 수반인 Tshombé는 카탕가의 독립을 선포함으

로써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535) 이에 따라 7월 10일 벨기에는 콩고민주

공화국 정부의 사전 동의도 없이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 정

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UN에 군사적 지원과 함께 즉각적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요청하였다.536)

당시 UN사무총장이었던 Hammarskjöld는 당해 분쟁을 아직 진영갈등

532) R. Simmonds,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United Nations Military
Operations in the Congo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68), p.30; Steven R.

Ratner, The New UN Peacekeeping: Building Peace in Lands of Conflict After
the Cold War (Palgrave Macmillan, 1995), p.105.

533) Norrie MacQueen, supra note 492, pp.50-51.

534) United Nations, The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nd ed.(United Nations, 1990), p.216.

535) Stephen M. Hill & Shahin P. Malik, Peacekeeping and the United Nations
(Dartmouth, 1996), p.38.

536) 당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유럽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다수 공무원들의 갑작스

러운 귀국행렬로 인해 효과적인 행정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국가기능

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했다. 숙련된 법관의 부족으로 사법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으며, 군경을 포함한 치안조직조차도 제대로 기능

하지 못했다. 주요 공공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항공교통은 물론 육상교통까지도

전문 기술인력과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정지상태에 있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질

병관리와 공중위생 기능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식량 및 급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에 직결되는 부분들까지도 마비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R. Simmonds, supra note

532,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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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개념의 시험대로 간주

하였다.537) 이에 따라 UN사무총장은 UN헌장 제99조를 원용하여 콩고사

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960년 7월 14일 결의 제143호

를 통해 벨기에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UN사무총장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과 함께 콩고민주공화국과 협의하여 군사적 지원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538) 그 결과 불과 이틀 후인 7월

16일 ‘UN 콩고임무단’(Opération des Nations Unies au Congo: ONUC)

이 전개되었다.

나. ONUC의 콩고민주공화국 과도통치

1960년 7월 14일자 안보리 결의 제143호는 ONUC를 창설하면서 단순

한 ‘군사적 지원’(military assistance) 임무만을 부여하였으나, 실질적으

로 ONUC는 현지 병력들을 대신하여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

었다.539) 더구나 Lumumba 수상의 사망으로 야기된 헌정위기 사태로 인

해 콩고민주공화국 전역에서 4개의 주요세력들이 기반을 넓히게 되면서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약 1년(1960년 9월 - 1961년 9월) 간에 걸쳐 어떠한

공식적인 합법정부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ONUC는 위임명령을 통해

어떠한 통치기능도 부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공식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의 통치권을 대체할 수는 없었으나, 중앙정부의 부재로 야기된 권력공백

으로 인하여 ONUC는 사실상 배타적이고도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였

다.540) 따라서 ONUC는 담당지역에 남아있는 사실상의 기관들과 협력하

537) UN Doc. A/4390/Add.1 (15 June 1960), in Andrew W. Cordier & Wilder Foote

(eds.), Public Papers of the Secretaries-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Vol.5:1960-1961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5), p.133.

538) UN Doc. S/RES/143 (1960), paras.1-2.

539) United Nations, supra note 534, p.226.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45호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완전한 법질서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ONUC의 변화된 역할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UN Doc. S/RES/145 (1960),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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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전을 방지하고 민간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했

다.541) 특히 카탕가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과 중앙정부의 붕괴, 소련을 비

롯한 외국군의 개입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휘말려 ONUC가 분쟁의

당사자로 전락함에 따른 조치로 안보리가 1961년 11월 24일 결의 제169

호를 통해 UN사무총장에게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ONUC의 배타적 경찰권 행사는 더욱 강화

되었다.542)

한편, ONUC의 위임명령에 있어서 민사적 측면의 임무 역시 단순 ‘기

술지원’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ONUC 내 민간부서로 조직된 ‘자문단체’

(Consultative Group)543)는 사실상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통치

기능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544) 이를 통해 ONUC는 중앙은행으

로서 ‘통화위원회’(Monetary Council)를 수립하고 경제정책을 조정하였으

며, 외국의 지원을 중개하는 한편 헌법을 기안하기 위한 팀을 제공하거

나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545) 이와 같이 ONUC는

본래 단순한 ‘지원군’(assistance force)으로 수립된 것에 불과했으나, 실

제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사실상의 통치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ONUC는 UN이 분쟁지역에서 과도적인 통치업무를

540) Jarat Chopra, Peace-Maintenance: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Authority (Routledge, 1999), p.45. 이와 같이 “부여된 위임명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임무확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mission creep’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

였다. Norrie MacQueen, supra note 492, p.58.

541) United Nations, supra note 534, p.226.

542) UN Doc. S/RES/169 (1961), para.4.

543) UN사무총장은 당초 안보리 결의 제143호에 따른 민사적 측면의 위임명령 수행을

위하여 ONUC 내 민간부서로서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체’를 조직하였다.

Harold Karan Jacobson, “ONUC’s Civilian Operations: State-Preserving and

State-Building”, World Politics, Vol.17, No.1, 1964, pp.84-85. UN사무총장은 당면 사

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지원 형식을 뛰어넘는 조치

가 필요함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UN Doc. S/4417/Add.5 (11 August 1960),

p.2(para.3).

544) UN Doc. S/4531 (21 September 1960), p.25(para.73).

545) James Dobbins, et al.(eds.), The UN’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the Congo
to Iraq (Rand, 2005), pp.19-20; Steven R. Ratner, supra note 532,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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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통치기능은 공식

적인 위임명령을 통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권한의 법적 근거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ONUC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안보리 승인

에 의한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가 아니었음에도 카탕가 지역의 비

정규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546) 그 과정에서 카당가의 주요 도시

들이 ONUC의 실효적 지배 아래 놓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시 점

령’(belligerent occupation)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547) 이에 따라 벨기에 외무장관은 ONUC가 명시적으

로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

으나, UN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회답에서 동 협약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

도적으로 명시적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국제점령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공

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548) 그러나 ‘콩고 UN군 규정’(Regulations

for the United Nations Force in Congo)에서는 군사요원들의 행위에 적

용가능한 일반적 국제협약의 ‘원칙과 정신’(principles and spirits)을 준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549) 따라서 ONUC가 1949년 제네바 4개협

약의 제 규정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점령법 역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이나, 적어도 당해 규범이 최소한의 지침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있

을 것이다.550) 실제로 UN사무총장은 벨기에 외무장관의 1949년 제네바

546) ICJ는 1962년의 권고적 의견을 통하여 ONUC의 임무가 UN헌장 제7장에 따른 강

제조치가 아니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2, I.C.J. Reports 1962, p.166. 카탕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ONUC와 비정규군 간의

전투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Georges Abi-Saab,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the Congo: 1960-1964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124-191; Finn

Seyersted, supra note 240, pp.192-196 참조.

547) 카탕가 지역의 비정규군들 역시 ONUC를 평화유지군으로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중

앙정부의 용병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UN Doc. S/4940/Add.15 (30 November

1961), p.1, para.1.

548) UN Doc. S/5025 (15 December 1961); G.I.A.D. Draper, “The Legal Limitations

upon the Employment of Weapons by the United Nations Force in the Congo”,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12, No.2, 1963, p.410.

549) UN Doc. ST/SGB/ONUC/1 (15 July 1963), p.17(para.43).

550) D.W. Bowett, supra note 240, pp.509-510; Finn Seyersted, supra note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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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약 준수 요청에 대하여 그 적용여부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회피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ONUC의 행위들을 국제인도법상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551) 뿐만 아니라, ONUC

와 카탕가 양측 모두 상대방의 ‘전쟁법’(the law of war) 위반 행위를 서

로 비난하기도 하였다.552)

2. 서뉴기니 (1962-1963)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인도네시아와 함께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Dutch East Indies)에 속

해있었던 서뉴기니(West New Guinea)는 1949년 인도네시아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

아 간 합의를 통해 마련된 ‘주권이양헌장 초안’(Draft Charter of Transfer

of Sovereignty) 제2조는 인도네시아로의 주권이양 시점으로부터 1년 이

내에 서뉴기니의 정치적 지위 문제를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현상유지를 명시하였다.553)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인해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1년 후에도 서뉴기니의 지위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554) 1954년 인도네시아에 의해 이

pp.190-191, 196-197.

551) UN Doc. S/5025 (15 December 1961).

552) Finn Seyersted, supra note 240, p.193.

553) 주권이양헌장 전문(全文)은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69, pp.206-208;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69/v69.pdf>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554)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조항이 협정에 언급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게

잠정적인 행정권만을 부여한 것일 뿐, 그 권원은 인도네시아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이 조항이 자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현상유지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주권 포기 의사

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네덜란드는 서뉴기니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당해 문제가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Vol.Ⅱ: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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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UN에 상정되어 1961년까지 UN총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의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인도네

시아는 네덜란드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급기야 1962년에는 서뉴기니

지역으로 공수부대와 특공대를 투입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

르렀다.555)

그러던 중, 1962년 제17차 UN총회 회기에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

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네덜란드는 서뉴기니가 UN헌장 제73조

상의 ‘비자치지역’으로서 독립을 기다리는 식민지이며, 자국은 그에 대한

‘시정권자’(administering authority)로서 서뉴기니의 자결권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미래와 발전에

관한 각서’(Momorandum on the Future and the Development of Netherlands

New Guinea)를 통해 서뉴기니가 독립을 달성하는 과도기간 동안 UN에

의한 직접적인 과도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556) 네덜란드는 UN

과 직접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구체적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이를 서뉴기니의 분리독립 절차로 간주한 인도네시아의 격렬한 반대로

UN총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557) 그러나 미국의 적극

적 역할과 UN의 중재를 통해 이 계획은 소위 ‘벙커계획’(Bunker Plan)으

로 발전되었으며,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2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와 네

덜란드 간 ‘서뉴기니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West New Guinea

(West Irian)) 체결로 마무리되었다.558) 이 협정은 1단계로 7개월간에 걸

친 UN의 과도통치 하에서 서뉴기니를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양

하고, 2단계로 주민들이 UN의 지원 아래 주민투표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559) 이에

555) Daniel Gruss, “UNTEA and West New Guinea”,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9, No.1, 2005, p.101.

556)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미래와 발전에 관한 각서 전문(全文)은 Rosalyn Higgins,

supra note 554, pp.96-98 참조.

557) Daniel Gruss, supra note 555, p.102.

558) Ibid., pp.103-104. 협약 전문(全文)은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437, pp.274

-290;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437/volume-437-I-

6311-English.pdf>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559) Agreement concerning West New Guinea (West Irian), arts.II, XII, XV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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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UN총회는 1962년 9월 21일 결의 제1752(XVII)호를 통해 협정에

규정된 ‘UN 과도행정기구’(United Nations Temporary Executive Authority:

UNTEA)의 수립과 그 위임명령을 승인하였다.560)

나. UNTEA의 서뉴기니 과도통치

협정을 통해 UN에 부여된 주된 역할은 서뉴기니가 네덜란드에서 인도

네시아로 이양되는 동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잠정적인 통치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된 UNTEA는 1962년

10월 1일부터 1963년 5월 1일까지 7개월에 걸쳐 서뉴기니에서 과도통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뉴기니에 관한 협정’은 현지법의 효력

을 일단 유지시키면서도, 명시적으로 UNTEA에게 협정의 정신과 틀 내

에서 새로운 법과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였

다.561) 또한 UNTEA에게는 네덜란드 고위공무원들을 가급적 신속하게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닌 공직자들로 대체할 책임이 부과됨과

동시에 고위공무원 직위를 제외한 자리에 대한 공직자 임명권이 부여되

었다.562) 특히 UNTEA의 수반인 UN 행정관(administrator)은 UN사무총

장의 지시 아래 영토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권한’(full authority)

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임무수행 기간 동안 서뉴기니 지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563) 이에 따라 서뉴기니에서 UNTEA는 한 국가의

‘정부에 준하는’(quasi-governmental) 역할을 수행하였다.564) 특히 ‘서뉴기니

에 관한 협정’ 제7조에 따라 창설된 ‘UN 보안군’(United Nations Security

Force: UNSF)이 행정관의 권한 아래 UNTEA의 본질적 일부를 구성하

560) UN Doc. A/RES/1752(XVII) (1962). UNTEA 수립 전에 양국 군대 간의 정화

(cease-fire) 감시를 위하여 군 옵서버가 파견되었으며, UN사무총장에게는 9월 21일

부로 모든 적대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Daniel Gruss, supra note 555,

p.105.

561) Agreement concerning West New Guinea (West Irian), Art.XI.

562) Ibid., Art.IX.

563) Ibid., Art.V.

564) Rosalyn Higgins, supra note 554,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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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565) UNTEA는 조기에 법질서 확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비교

적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566)

UNTEA의 과도통치는 역사상 최초로 UN사무총장의 통제 하에 전체

영토에 대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사례

였다. 이는 신탁통치체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UN에게 통치권능이 부여된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567)

한편, UNTEA 행정관은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 존중을 보장

하고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법치주의와 UN

헌장의 원칙들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제점령법이나 국제인권법 등 적용 법체계를 명확히 설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서뉴기니에 관한 협정’에서는 UNTEA에게 언론․이동 및 집회

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것과 입법권을 행사하기 전에 지역대표와 협의

할 것만을 규정하였을 뿐,568) 그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

치 역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3. 소말리아 (1993-1995)

가. 과도통치의 배경

단일민족으로서 문화적 응집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말리아는 열강의

식민지배로 인해 영국령 소말리랜드와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 에티오피

아령 소말리랜드(오가덴 지방), 영국령 케냐 북동부지방으로 분단되어 있

565) Ibid., p.124.

566) UNTEA에 대한 위임명령의 2단계로서 서뉴기니 주민들의 자결권 행사 절차를 감

독 및 지원하는 절차는 인도네시아가 ‘1인 1표’(one man one vote) 방식의 주민투표

를 거부하고 간접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나, 이와 달리 1단

계로서의 과도통치 임무 자체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D.W. Bowett,

supra note 240, p.261; Norrie MacQueen, supra note 492, p.65; Simon Chesterman,

supra note 507, p.66.

567) Eric De Brabandere, supra note 481, p.23.

568) Agreement concerning West New Guinea (West Irian), arts.XXII(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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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부터 이탈리아의 신탁통치지역

으로 전환되었던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는 1960년 영국령 소말리랜드와

통합하여 ‘소말리아 공화국’(Somali Democratic Republic)이라는 단일 국

가를 수립하였다.569) 그러나 1969년 Siyaad Barre가 주도한 쿠데타로 인

해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된 소말리아는 아직 그 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소

말리족의 거주지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대소말리아주의’(pan-Somalism)

를 내세우며 1977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다가 소련의 군사원조로 패퇴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백만 여명의 난민들이 오가덴 지방에서 소말리아

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붕괴를 자초하였다. 이

에 따라 1980년대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반정부 활동에 가담하면서 무장투

쟁이 격화되어 소말리아 내전은 수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570) 결국 1991년

1월에는 Muhammad Farah Aidid가 이끄는 ‘통합소말리아의회’(United Somalia

Congress: USC)를 주축으로 ‘소말리아민족운동’(Somali National Movement:

SNM), ‘소말리아애국운동’(Somali Patriotic Movement: SPM) 등의 여러

반정부 무장단체가 연합하여 Barre 정권을 축출하였다. 곧 이어 USC에

서 임명된 Ali Mahdi Mohamed가 임시정부 수반으로 취임하였으나, SNM

과 SPM을 비롯하여 Aidid를 지지하는 USC의 내부적 저항으로 권력투

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지속적 내전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은 속출하

였으며 장기간의 가뭄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571)

이에 따라 1992년 1월 안보리는 소말리아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UN헌장 제7장에 따라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무

기와 군사장비의 수출금지를 결의하였다.572) 동년 2월에는 UN사무총장의

중재로 소말리아의 양대 군벌인 Mohamed와 Aidid 간에 정화(cease-fire)

가 합의되면서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4월 24일 ‘UN 소말리아 임무단’(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UNOSOMⅠ)이 창설되었다.573) 구호품 전달

569) Shaul Shay, Somalia in Transition Since 2006 (Transaction Publishers, 2014),

pp.1-2.

570) Ibid., pp.10-12.

571) Ibid., pp.13-15.

572) UN Doc. S/RES/73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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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난항을 겪던 UN은 안보리 결의 제775호에 의거 UNOSOMⅠ의 임무를

확장하는 한편 군병력을 증원하였으나,574) Aidid를 중심으로 한 군벌세력

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UN군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소말리아 사태

는 진정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안보리는 인도적 구호활동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해 UN헌장 제7장에 기초하여 다국적군인 ‘통합기동군’(Unified

Task Force: UNITAF)을 창설하여 미국의 통합된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

였다.575) 상황이 호전되면서 1993년 1월에는 UN사무총장의 중재로 14개

의 소말리아 무장단체들이 모여 UNOSOMⅠ과 UNITAF에게 보유무기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정화(cease-fire) 협정에 서명하였다.576) 그해

3월 26일 안보리는 결의 제814호에 의거 UNITAF와 UNOSOMⅠ을 통합

하여 UNOSOMⅡ를 창설하면서, 위임명령을 통해 소말리아의 경제․사

회 및 정치 재건 지원 임무를 부여하였다.577)

나. UNITAF와 UNOSOMⅡ의 소말리아 과도통치

UNOSOMⅡ는 UNITA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N헌장 제7장에 기초

한 군사적 강제조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그 위임명령을 통해

부여된 민사적 책임은 입법이나 집행에 관한 권한이 결여된 단순 ‘지원’

임무에 불과했다.578)

그러나 1991년 1월 Barre 정권이 축출되면서 군벌집단 간에 지속된 권

력다툼으로 야기된 소말리아의 무정부상태는 단순한 인도적 구호활동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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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UN Doc. S/RES/77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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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The General Agreement Signed in Addis Ababa on 8 January 1993”, UN Doc.

S/25168 (26 January 1993), Annex Ⅱ. 동년 3월 UN의 후원 하에 에티오피아의 수

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린 국가조정회의에서 소말리아의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아디스아바바 협정’(Addis Ababa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Karin von Hippel, Democracy by Force: U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Post-Cold
War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66.

577) UN Doc. S/RES/814 (1993). Shaul Shay, supra note 569, pp.16-19.

578) UN Doc. S/RES/814 (1993), par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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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미 정부기능을 상실하고 경찰 및 사법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개입을 시도한

UN은 기존의 간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국가 구조를 재수립해

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UN사무총장은 사무국에

파견된 미국측 대표에게 다국적군이 모든 소말리아 군벌들의 무장을 해제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뢰제거는 물론 민정(civil administration)을 수

립하고 민정경찰의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임무를 기대하고 있었다.579) 안보리 결의 제814호를 통해 국가재건 활동을

지원하는 확대된 임무는 향후 UNITAF를 흡수하여 창설될 UNOSOMⅡ

에게 부과되었으나, UNITAF 역시 UNOSOMⅡ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여

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 기대되었다.580) 이에 따라 UNITAF와

UNOSOMⅡ 모두 사실상 정부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에서 입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였다. 본래 1993년 3월 27일에 체결된 ‘아디스아바바

협정’(Addis Ababa Agreement)에 따르면, 2년간의 과도적 기간 동안 소말리

아에서의 입법 및 집행권 행사는 공식적으로 ‘과도기 국민의회’(Transitional

National Council: TNC)에게 부여되어 있었다.581) 그러나 TNC가 수립되

기 전까지 그러한 기능은 사실상 UN이 담당해야 했고,582) 그 결과 UNITAF

와 UNOSOMⅡ는 잠정적으로 정부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583) 실제

579) John R. Bolton, “Wrong Turn in Somalia”, Foreign Affairs, Vol.73, No.1, 1994,

pp.60-61.

580) 본래 Bush 행정부는 UN사무총장의 기대와는 달리 안보리 결의 제794호를 제한적

으로 해석하여 UNITAF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

적 태도는 1993년 1월 20일 Clington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국가재건 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확대된 활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안보리 결의 제814호를 통해

UNOSOM-Ⅱ에게 적극적 역할이 부과된 것 역시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Jonathan T. How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in

Dealing with Somalia”, in Walter S. Clarke & Jeffrey Herbst (eds.), Learning
From Somalia: The Lessons of Armed Humanitarian Intervention (Westview

Press, 1997), pp.176-179.

581) Addis Ababa Agreement concluded at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n

National Reconciliation in Somalia (27 March 1993), Section Ⅳ, Art.1. ‘아디스아바

바 협정’ 원문은<www.ucdp.uu.se/downloads/fullpeace/Som%2019930327.pdf> (최종

검색일 2017.10.25.) 참조.

582) 同旨 UN Doc. S/26738 (12 November 1993), para.28.

583) Jarat Chopra, supra note 540,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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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은 담당지역에서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고 있었다.584)

그러나 UNITAF와 UNOSOMⅡ가 공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규제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체계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관련 안보리 결

의들의 위임명령에는 통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구

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안

보리 결의 제814호가 UNOSOMⅡ의 임무수행에 관한 일반적 지침 역할

을 하였으나, 주로 문제되었던 억류자 취급이나 전범재판, UN과 소말리

아 주민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585) 이

와 같은 법적 공백상태는 UN의 권한행사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불확

실성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TAF와 UNOSOMⅡ는 비정

규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콩고민주공화국의 ONUC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시 점령’(belligerent occupation)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음을 부

인하기 어렵다.586) 이에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었던 UNITAF는 현지주

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았고,587) 심지어 UNOSOMⅡ의 호주군은 그 배치지역에서 국제점령법

을 ‘법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기도 하였다.588) 그러나 SRSG 법률고문은

공식적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부인하였다.589)

결국 법적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UNITAF와 UNOSOMⅡ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억류자 취급에

584) Michael J. Kelly, Restoring and Maintaining Order in Complex Peace Operations:
The Search for a Legal Framework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p.68-69.

585) Ibid., p.70.

586) 특히 UNOSOMⅡ와 비정규군 사이에서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UN Doc.

S/1994/653 (1 June 1994), paras.81-93, 125, 137 등 참조.

587) U.S.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3: Peace Operation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p.49.

588)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79.

589) Jarat Chopra, supra note 540, p.143.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HRC)는 UNOSOMⅡ가 소말리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이 적용된다고 보

았으나, 국제점령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UN

Doc. CCPR/C/79/Add.99 (19 November 1998), par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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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법적 근거 부재로 재판절차 없이 구금에 처해지거나,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구금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그에 대한 감독기제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

다.590) SRSG는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1962년의 소말리아 형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직접적인 입법권 행사는 UNOSOMⅡ에 대한 위임명령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591)

Ⅱ. 체계적 통치기제로서의 국제적 영토관리

1993년 소말리아의 UNOSOMⅡ는 여러모로 냉전시기의 임시적 통치기

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으나, 냉전의 종식은 개념적으로 그와 같은 UN

의 실행을 전환시킨 직접적 분수령이 되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분쟁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에 기초하여 직접 그 통치기능을 행사함으로

써 단순히 분쟁의 표면적 징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원인을 제

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

은 ‘전후 평화구축’ 개념을 발전시킨 UN사무총장 Boutros Boutros-Ghali

의 ‘평화를 위한 의제’였다. 여기서 Boutros-Ghali는 분쟁의 원인을 해

결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UN의 개입을 통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592)

590)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p.80-83. UN의 과도통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는 물론 독립 감독기구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뢰를 상실한 UNOSOMⅡ는 많은

소말리아 주민들로부터 “법위에 군림하는”(above the law)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The Comprehensive Report on Lessons
Learned from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UNOSOM), April 1992 -
March 1995 (Life and Peace Institute, 1995), para.57.

591) UN Doc. S/1994/653 (1 June 1994), p.17; Danesh Sarooshi,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The Deleg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of its Chapter VII Pow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62-63.

592) H.E. Boutros Boutros-Ghali, “Beyond Peacekeeping”,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25, No.1, 1992,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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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은 그 후에도 ‘민주화를 위한 의제’(Agenda for

Democratisation),593) 2000년에 채택된 UN의 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패

널 보고서(브라히미 보고서),594) 2001년의 안보리 의장 성명595) 등을 통

해 재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UN차원의 실행에 있어서도 기존상태의 회

복이라는 소극적 평화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분쟁지역의 내부 구조 개

혁과 전후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법적 간극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선거감

시와 연계하여 일정기간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적 영토

관리’를 체계적인 관리기제로 발전시켰다. 이하의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를 증진시키고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영토관리’(ITA)

를 국가재건 및 민주화를 통한 문제해결기제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1. 캄보디아 (1992-1993)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953년 프랑스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왕위를 승계 받

은 Sihanouk 국왕의 통치 아래 있었으나,596) 1970년 3월 당시 수상이었

던 Lon Nol이 주도한 쿠데타를 통해 체제가 전복되었다.597) 새로운 정부

는 국명을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으로 변경하고 미국의 월남

593) UN Doc. A/51/761 (20 December 1996), para.17.

594) 특히 ‘브라히미 보고서’(Brahimi Report)에서는 전후 환경에서 법치주의를 강화하

고 인권존중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Doc. A/55/305-S/2000/809 (21

August 2000), paras.29-47.

595) 여기서 안보리는 평화구축 활동이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과 불평등의 근절, 투명

하고 책임성 있는 통치, 민주주의 증진, 인권존중과 법치주의 확립 및 평화와 비폭력

문화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제도와 절차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

다. UN Doc. S/PRST/2001/5 (20 February 2001).

596) David P. Chandler, The Tragedy of Cambodian History: Politics, War, and
Revolution Since 1945 (Yale University Press, 1991), pp.67-72.

597) Ibid., pp.197-199.



- 158 -

전 수행을 지원하였다.598) 1975년에는 급진적인 좌익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주’(Khmer Rouge)가 5년간의 내전 끝에 ‘민주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를 수립하였다.599) 크메르루즈 정권은 일체의 외세개입을 거

부하고 공동 농경사회로 재건한다는 명목 하에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면

서 이른바 ‘킬링필드’(killing field)로 알려진 대학살을 통해 백만 명 이상

의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600)

1978년 12월 25일에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민주캄푸치아의 습격에

대한 대응 명목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다. 그 결과 1979년 수

도 프놈펜(Phnom Penh)이 점령되었으며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이라는 괴뢰정권이 수립되었다. 크메르루즈는

기타 저항세력들과 함께 ‘캄푸치아 민주연정’(CGDK)이라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주로 국경부근의 지방들을 장악함으로써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대부분의 영토는 베트남군의 지원 하에 있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의 통

제 하에 있었다.601)

1980년대에는 UN이 캄보디아 문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캄보디아 독

립과 영토적 일체성 회복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들

을 채택하였으나, ‘캄보디아국’(State of Cambodia)으로 국명을 바꾼 캄

푸치아 인민공화국과 베트남 및 소비에트 진영 국가들이 크메르루즈의

인권유린행위가 아닌 베트남 침공만 문제삼고 있다며 당해 결의들을 무

시하고 회의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

였다.602)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캄보디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의 ‘자카르타 비공식회담’(Jakarta Informal Meeting: JIM)을 통해

국제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기 시작한 가운데, 1989년 4월에는 베트남이

598) Steven R. Ratner, supra note 532, p.140.

599) David P. Chandler, supra note 596, pp.192-235.

600) Karl D. Jackson, “Introduction: The Khmer Rouge in Context”, in Karl D.

Jackson (ed.), Cambodia, 1975-1978: Rendezvous with Dea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3.

601) Steven R. Ratner, supra note 532, pp.140-142.

602) Ibid.,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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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군대를 9월말까지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1989년 7월 30일부

터 한 달간 진행된 제1차 파리 평화회의에서 UN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

되면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자유 및 공정선거 여건 마련을 위한

UN의 직접적 과도통치를 핵심골자로 하는 포괄적 타결안으로 ‘기초문서’

(Framework Document)를 제시하였다.603) 이에 대한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4개 정파와 19개 관계국들은 1991년 10월 23일,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파리협정’(Paris Accords)에 서명하였다.604) 캄보디

아 4개 정파는 캄보디아국에서 선출된 6인과 나머지 3개 정파에서 각각

선출된 2인을 포함하여 총 12인으로 구성된 ‘최고국민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SNC)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Sihanouk 국왕을 SNC 의장으로 추

대하였다.605) 이와 동시에 SNC는 성공적인 통치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파리협정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UN에게 위임하였다.606) 특히 파리협정 가운데 “캄보디아 분쟁의

포괄적 정치해결에 관한 협정문”을 통해 캄보디아 4개 정파들은 안보리

에게 UN 사무총장의 직접적인 책임 아래 민간 및 군사부문을 모두 아우

르는 ‘UN 캄보디아 과도통치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607) 이에 따라 안

보리는 1992년 2월 28일 결의 제745호에 따라 공동통치 임무단으로 UNTAC

를 수립하게 되었다.608)

603) Steven R. Ratner, “The Cambodia Settlement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7, No.1, 1993, pp.4-7. 기초문서의 내용은 UN Doc.

A/45/472-S/21689 (31 August 1990), Annex, Appendix 참조.

604) 파리협정은 4건의 문서(① 캄보디아 파리회의 최종의정서, ② 캄보디아 분쟁의 포

괄적 정치해결에 관한 협정, ③ 캄보디아의 주권․독립․영토적 일체성 및 불가침성,

중립성 및 국가적 통일에 관한 협정, ④ 캄보디아 복원 및 재건에 관한 선언)로 구성

되어 있다. UN Doc. A/46/608-S/23177 (30 October 1991).

605) Ibid., pp.9, 11-12.

606) Ibid., p.11(Ⅱ: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ambodia Conflict, Art.6).

607) Ibid., p.10(Ⅱ, Art.2).

608) UN Doc. S/RES/74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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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TAC의 캄보디아 과도통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국제적 영토관리는 냉전 종식 후 UN의 과도

통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였다.609) 이전까지 UN

의 역할은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실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에 국한되었

으나, 캄보디아에서의 실행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과도통치기구가 직접

국가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아 선거를 수행한 선례가 되었다.610)

안보리 결의 제745호를 통해 부여된 UNTAC에 대한 위임명령은 전형

적인 ‘국가재건’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평화를 회복․유지함과 동시에 민주적 변형과 인권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UNTAC에게는 인권, 선거, 군사행정, 민사행정,

경찰, 난민귀환, 국가재건 등의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명령이 부과

되었다.611) 파리협정을 통해 마련된 통치구조는 국제적-국내적 ‘공동통치’

모델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UNTAC는 정부 권한을 국내기관인

SNC와 공유하게 되었다. 규제조치를 개시할 권한은 국내기관인 SNC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UNTAC의 행정관(administrator)인 ‘UN사무총장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SRSG)는 SNC의 공

권력 행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분쟁의 포괄적 정치해결에 관한 협정 제1부속서에서는 SNC 의장이 그

회의에서 합의를 통한 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은 자동으로 SRSG

에게 이양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612) 또한 동 부속서에서는 SNC가 그

회원들의 합의에 입각하여 권고를 제공할 경우 UNTAC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UNTAC는 그 결정이 평화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613) 이에

609) Markus Benzing, supra note 505, para.8.

610) Robin Ludwig, “Free and Fair Elections: Letting the People Decide”, in Jean E.

Krasno (ed.), The United Nations: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a Global Society
(Lynne Rienner Publishers, 2004), p.125.

611) supra note 604, Ⅱ, Annex 1.

612) Ibid., Annex 1, Section A. paras.2(c), (d).

613) Ibid., Annex 1, Section A, par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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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UNTAC는 파리협정의 틀 내에서 캄보디아의 통치기관이자 외부적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는 캄보디아에서의 반인권적 역사를 고려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설정하였다. 즉, 캄보디아 분쟁의 포괄적

정치해결에 관한 협정에서는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의 내용

들을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614) 모든 캄보디아인들이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관련 국제인권협약들에 구체화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것임을 명

시하였다.615) 또한 기타 당사국들에게는 캄보디아 내에서 관련 인권조약

은 물론 UN총회 결의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준수하도록 고취

할 것을 규정하였다.616) 이에 따라 UNTAC에게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

력 하에 인권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부과되었다.617)

SNC는 7개의 주요 인권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는 인권단체들의 지원 아

래 캄보디아어로 번역되어 널리 배포되었다.618) 유의미한 판례와 관련

입법의 부족으로 UNTAC는 SNC를 통해 사법 및 형사절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619)

파리협정은 UNTAC의 행정관인 SRSG에게 일체의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비롯하여 집행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으

나,620) 실제로 그 규제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614) Ibid., Annex 5, para.2.

615) Ibid., Part Ⅲ, Article 15, para.1.

616) Ibid., Part Ⅲ, Article 15, para.2(b).

617) Ibid., Part Ⅲ, Article 16.

618) Nassrine Azimi (ed.),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Debriefing and Lessons (Springer Netherlands, 1995), p.19.

619) Trevor Findlay, Cambodia: The Legacy and Lessons of UNTAC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64.

620) UNTAC는 종전의 임무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집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였다. 캄보디아 분쟁의 포괄적 정치해결에 관한 협정은 외무․국방․재정․치

안 및 정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체의 행정기관들을 UNTAC

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었다. 이에 따라 SRSG에게는 이상에서 언급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들을 발령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아울

러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기관들 역시 UNTAC의 직접적

인 감독 내지 통제를 받았다. 특히 UNTAC에게는 일체의 행정작용 및 그 정보에 대

한 무제한적 접근권과 전 인원에 대한 재보직․해임요구권을 비롯하여, 민정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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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621) 그 원인은 권한공유 모델이라는 제도 자체의 결함으로 SRSG

의 규제권한이 축소된 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정파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조 거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622) 더구

나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광범위한 위임명령과 비교할 때, 군사 및 민정

경찰 부문에 있어 SRSG에게 부여된 집행권한은 충분치 않았다. 파리협

정 체결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구축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안보리는 UN헌장 제7장을 원용하기를 주저하였고 그 결과 UNTAC

에게는 외국군 철수와 무장해제를 검증하는 제한적 권한만 부여되었

다.623) 즉, UNTAC의 위임명령에는 정화협정에 관한 집행기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크메르루즈의 협조 거부를 강제할 수단을 전혀

보유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무장해제가 실패하자 정화에 대한 위반사

항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624) 게다가 경찰력 발동에 대한 과도행정

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캄보디아 내 폭력행위의 예방 및 대응은 물론

UNTAC 요원의 안전조차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625) 이와 같이 안보

리의 위임명령을 통해 부과된 책임은 UNTAC가 가진 능력과 권한을 초

과하는 것이었다.626) 특히 UNTAC의 제한된 규모로 인해 광범위한 영역

에 걸쳐 집행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627)

평화유지군에 대한 감독 내지 통제권까지 부여되었다. supra note 604, Part Ⅰ,

Section Ⅲ, Art.6; Annex 1, Section B, paras.1-2, 4(a)-(b).

621) UNTAC의 주요 성과는 선거준비와 실시, 난민귀환 등과 같이 정파 간의 협조가

용이한 사항에만 한정되었을 뿐, 무장해제, 정파 간 긴장관계 해소 등과 같이 정파 간

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그 결과 UNTAC는 “선거를 위한 중립적 정치환경 조성”이라는 위임명령 달성에 실

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Janet E. Heininger, Peacekeeping in Transition: The
United Nations in Cambodia (The Twentieth Century Fund Press, 1994), p.100.

622) Steven R. Ratner, supra note 532, pp.158-159, 196-201; James Dobbins, et

al.(eds.), supra note 545, pp.83-84.

623) supra note 592, Ⅱ, Annex 1. Section C.

624) Janet E. Heininger, supra note 621, pp.70-72.

625) Ibid., pp.67-68.

626) Mats Berdal & Michael Leifer, “Cambodia”, in James Mayall (ed.), The New
Interventionism 1991-1994: United Nations Experience in Cambodia, Former
Yugoslavia and Som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57-58.

627) James Dobbins, et al.(eds.), supra note 545,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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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로아티아 동부 슬라보니아 (1996-1998)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Josip Broz Tito를 수반으로 수립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FRY;

이하, 구 유고연방)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

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6개 공화국과 코소보-메토히야(Kosovo-

Metohija), 보이보디나(Vojvodina)의 2개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

족 간의 대립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일당 독재로 인해 잠시 봉합되어 있

었으나, Tito 사후 과격한 민족주의자인 Slobodan Milošević 대통령의

등장과 동유럽에 불어온 민주화로 인해 연방에 내재해 있던 민족 간 갈

등은 내전으로 표출되었다.628)

1991년 5월 주민투표를 거쳐 동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가 구 유고연

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크라이나(Krajina)와 동슬라보니아(Eastern

Slavonia)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들 역시 ‘세르비아 크라이

나 공화국’(Republic of Serbian Krajina: RSK)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UN

사무총장 특사인 Cyrus Vance가 제시한 평화안에 따라 크라이나, 서슬라

보니아 지역과 함께 동슬라보니아, 바라냐(Baranja), 서시르미움(Western

Sirmium) 지역은 ‘UN 보호구역’(United Nations Protected Area)으로 지

정되었다. 또한 내전 종식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슬라보니아,

서슬라보니아 및 크라이나 지역에는 ‘UN 보호군’(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in Yugoslavia: UNPROFOR)이 배치되었다.629)

628) 구 유고연방 해체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Francine Friedman,

Bosnia and Herzegovina: A Polity on the Brink (Routledge, 2004), pp.1-58 참조.

629) Gina Cordero, “Eastern Slavonia: Rapid Re-Orientation”, in Hans Binnendijk, et

al.(eds.), Solutions for Northern Kosovo: Lessons Learned in Mostar, Eastern
Slavonia, and Brčko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6), p.28. 1992년 2월 15일자

안보리 결의 제743호를 통해 창설된 UNPROFOR는 동년 4월 7일자 안보리 결의 제

749호를 통해 전 병력의 전개가 승인되었다. UN Doc. S/RES/743 (1992); UN Doc.

S/RES/74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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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을 수

립하자 8만여명의 비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동슬라보니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6만7천여명의 세르비아계 난민들이 유입되어 빈집을 차지하거나

비세르비아계 주민들을 추방시키고 재정착을 시작하였다. 이에 1995년

크로아티아는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서슬라보니아와 크라이나 지역을 5월

과 8월에 각각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크로아티아군에 의한 추가 공격이

임박해지는 가운데 신 유고연방(FRY)630) 정권에 의한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소위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지도

자들은 5개국 접촉그룹의 중재 하에 1995년 11월 12일 크로아티아 에르

두트(Erdut)에서 크로아티아와 ‘기본협정’(Basic Agreement)을 체결함으로

써 바라냐와 서시르미움을 포함한 동슬라보니아 지역을 크로아티아로 이

양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631) 이른바 ‘에르두트 협정’(Erdut Agreement)

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약에서는 평화적 이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12

개월에서 최대 24개월에 이르는 과도기간 동안 UN의 과도통치기구를

수립한다는 점과 국제군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632) UN

안보리는 1996년 1월 15일자 안보리 결의 제1037호를 통해 ‘에르두트 협

정’(Erdut Agreement) 당사국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UN헌장 제7장에 의

거 ‘UN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및 서시르미움 과도통치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for Eastern Slavonia, Baranja and Western

Sirmium: UNTAES)를 수립하였다.

나. UNTAES의 동슬라보니아 과도통치

한 때 구 유고연방에서 최고의 인당소득을 누리며 번영을 구가하던

630)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2개 공화국과 보이보디나, 코소보의 2개 자치주로 구성된

신 유고연방은 2003년 2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으로 국명을 변경하였으며, 이

후 2006년 6월에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각각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631) Gina Cordero, supra note 629, p.30.

632) 1995년 11월 12일 세르비아 및 크로아티아 간에 체결된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

시르미움 지역에 대한 기본협정, 즉 ‘에르두트 협정’(Erndut Agreement)의 내용은

UN Doc. A/50/757-S/1995/951 (15 November 1995), Anne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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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슬라보니아 지역은 UNTAES 수립 당시 대부분의 기반시설과 산업시

설 파괴로 최하위의 고용률에 머물러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횡행하는 반

군단체들의 테러활동으로 치안상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633) 본래

과도통치기구의 수립목적은 기존에 세르비아 통제 하에 있던 세 지역을

크로아티아로 재통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평화롭고 안정된 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건이 선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에르두트

협정의 양 당사국은 과도통치기구에게 공공영역 제 부문의 정상화와 난

민귀환 촉진, 모든 민족집단을 아우르는 임시경찰의 창설, 재산권을 비롯

한 제 인권의 회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634) 이에 안보

리는 결의 제1037호를 통해 UNTAES를 설립하면서 양 당사국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특히 민사부문에 있어서 강력한 위임명령을 부과하였

다.635)

UNTAES의 민사 및 군사부문에 대한 ‘전체적 권한’(overall authority)을

부여한 안보리 결의 제1037호에 의거하여 ‘과도행정관’(transitional administrator)

은 동슬라보니아 지역에서 강력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하였다.636) 더

욱이 군 지휘관(Force Commander), 경찰국장(Police Commissioner), 수석

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관계가 수립

됨으로써 UNTAES 행정관은 강력한 집행수단을 보유할 수 있었다.637)

뿐만 아니라 안보리는 UNPROFOR와 UNCRO의 실패사례를 경험삼아,

에르두트 협정에 의해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N헌장 제7장을 원용함으로써 군사부문에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638) 역사적으로 과도통치기구 수립에 UN헌장

633) James Dobbins, et al.(eds.), supra note 545, pp.110-112.

634) Erdut Agreement, paras.4-9.

635) UN Doc. S/RES/1037 (1996), paras.11-12.

636) UN Doc. S/1995/1028 (13 December 1995), para.2.

637) Gina Cordero, supra note 629, p.32.

638) Sarah Reichel, “Transitional Administrations in Former Yugoslavia: A Repetition

of Failures or a Necessary Learning Process towards a Universal Peace-Building

Tool after Ethno-Political War?”, WZB Discussion Paper, No. P00-305, 2000,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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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이 원용된 것은 UNTAES가 처음이었다. 안보리 결의에 의해 채택

된 UNTAES의 과도통치 모델은 캄보디아의 UNTAC가 권한공유 방식

을 채택함으로써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영하여 애당초 국내기관과 권한

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639) 이를 계기로 UNTAES에서의

배타적 통치권한 행사 모델은 코소보의 UNMIK와 동티모르의 UNTAET

수립시 그 개념적 토대가 되었다.

한편, 에르두트 협정과 안보리 결의 제1037호 모두 과도통치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를 존중

할 것을 강조하였으나,640) 구체적인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점령법상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안보리 결의 제1037호에서

는 UNTAES의 권한행사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도통치기구 수립에 관한 UN사무총장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을 뿐이었다.641) 동 보고서는 다수의 ‘이행 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를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의한 이행과 그 기능을 확인․감독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및 통

제”(direction and control) 보다는 “지도 및 감독”(supervision and oversight)

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642) 이에 따라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시행에 있어

639)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282. 이에 따라 UN사무총장이 계획한 과도통치

기구 수립 계획에서도 지역 행위자들은 크로아티아 정부와 크로아티아계․세르비아

계․기타 소수민족 대표로 구성되는 과도위원회를 통하여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을 뿐, 그 결정은 순전히 권고적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UN Doc. S/1995/1028 (13 November 1995), para.14. 이에 따라 UNTAES는

UNTAC와는 달리 동슬라보니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UN Doc. S/1997/953 (4 December 1997),

paras.4-5.

640) UN Doc. S/RES/1037 (1996), para.12; UN Doc. A/50/757-S/1995/951 (15

November 1995), Annex, para.6.

641) 1995년 11월 30일, 안보리는 결의 제1025호를 통해 UN사무총장에게 과도통치기구

와 평화유지군 수립의 제 측면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였다. UN Doc. S/RES/1025

(1995), para.2. 이에 따라 UN사무총장은 동년 12월 13일 과도기구 수립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UN Doc. S/1995/1028 (13 December 1995). 안보리는 민사부문에

있어서 UN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였으나, 군사부문에 있어서 UN군

이 아닌 다국적군의 구성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 거부하였다. Derek

Boothby, “The Political Challenges of Admnistering Eastern Slavonia”, Global
Governance, Vol.10, 2004, p.39.



- 167 -

서도 과도행정관이 구체적인 협약이나 규범적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의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대표들로 구성

된 ‘공동이행위원회’(Joint Implementation Committee)를 수립하여 주요

부문별로 양 민족진영 사이에서 교섭창구 역할을 하면서 인권보장을 유

도하고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643)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4-1996 / 1997- )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991년 6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포하면서 촉발된 유

고내전에 이어 발생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의 핵심은 ‘국가지위’

(statehood)에 관한 문제, 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구 유고연방 해체

과정에서 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 분할을 통해 크로아

티아와 세르비아로 편입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

다. 1990년 총선으로 각 민족진영을 대표하는 세 개의 주요 민족정당이

출현한 가운데, 이슬람계를 대표하는 ‘민주행동당’(Stranka Demokratske Akcije:

SDA)과 크로아티아 계열의 ‘크로아티아 민주연맹’(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

HDZ)은 독립을 지지하였으나 세르비아계의 ‘세르비아 민주당’(Srpska Demokratska

Stranka: SDS)은 강경노선을 취하며 세르비아로의 편입을 추구하였다.644)

독립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국민

투표를 거쳐 1992년 4월 독립을 선언하자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와 미국은 이를 4월 6일 및 4월 7일에 각각 승인하였으며, 5월 22일

에는 UN 회원국이 되었다.645) 이에 국민투표에 보이콧을 행사했던 세르

642) Derek Boothby, supra note 641, p.41.

643) Sarah Reichel, supra note 638, p.18.

644) Mitja Belikonja, Religious Separation and Political Intolerance in Bosnia-Herzegovina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pp.236-237.

645) UN Doc. A/RES/237 (1992).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Michael Baruiciski,

“Politics Overrides Legal Principles: Tragic Consequences of the Diplomatic

Intervention in Bosnia-Herzegovina (1991-1992)”, American University Jounr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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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계열 역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

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맞대응하였다.646) 더욱이 세르비아 계열은 다른

민족진영에 대하여 대대적인 인종청소를 자행하면서 신 유고연방의 연방

군(JNA)과 함께 무력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체

영토의 70%를 장악하였다.

내전이 확산되자 안보리는 1992년 9월 결의 제776호에 따라 본래 크

로아티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UNPROFOR의 임무를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6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

지 않자 UN헌장 제7장에 따라 그 위임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평화유지’

(peace-keeping)에서 ‘평화강제’(peace-enforcement)로 그 형태를 전환하

였다.648) 여기에 NATO까지 가세하여 안전지대 보호를 위한 공습을 감

행하였으나 세르비아 계열이 UNPROFOR 요원들을 인질로 삼아 공습을

막기 위한 인간방패로 활용하면서 1995년 6월에는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 RRF)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6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내전사태는 1995년 후반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신 유고연방 및 크로아티아 간에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greement: DPA)이 체결됨으로써 공식

종결되었다.650) 동 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군사부문에서는 NATO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11, No.5, 1996, pp.767-792 참조.

646) Francine Friedman, supra note 628, p.43.

647) UN Doc. S/RES/776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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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Stefan Oeter, “Dissolution of Yugoslavia”,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11), paras.50-52. <http://opil.ouplaw.com/home

/epil>.

650) Francine Friedman, supra note 628, p.58. ‘데이튼 평화협정’(DPA)의 공식명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를 위한 일반 기본틀 협약’(General Framework Agreem

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이다. 협약 전문(全文)은 <https://www.

osce.org/bih/126173?download=true>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이로써 당사국

들은 기존의 국경선 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되,

이슬람계(Bosniac)와 크로아티아계(Croat)로 이루어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과 세르비아계로 이루어진 ‘스르프스카 공화

국’(Republika Srpska)이라는 두 개의 공화국이 각각 영토의 51%와 49%를 차지하고

대외관계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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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다국적군으로 조직된 ‘평화이행군’(Implementation Force: IFOR)

이 창설되었으나, 민사부문에 있어 UN은 기존과 달리 주요기관이 아니

었으며 그 역할은 데이튼 평화협정(DPA) 제10부속서를 통해 창설된 ‘고

위대표부’(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OHR)가 대신하였다. OHR은

정기적으로 UN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그 권한은 55개 정

부와 국제기구로 구성된 다자기구인 ‘평화이행위원회’(Peace Implementation

Council: PIC)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러나 PIC 구성원 전체 회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G8 국가대사와 EC, EU 의장 및 이슬람협력기구

(Organization of Islamic Countries: OIC)로 구성된 ‘PIC 조정위원회’(PIC

Steering Board)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651)

한편, 1994년 3월 워싱턴 평화협정에 따라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사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이 수립되면서, 1994년 5월 16일

에는 그 요청에 의해 양 민족진영 간의 분규가 가장 극심했던 모스타르

지역에 한하여 최대 2년을 시한으로 하는 EU의 과도통치가 결정되었다.

1994년 7월 5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에 따라 동년 7월 23일 모스타르에는 ‘EU 모스타르 통치기구’(The European

Union Administration of the City of Mostar: EUAM)가 수립되었다. 모스

타르 과도통치는 1996년 12월, ‘데이튼 평화협정’(DPA)으로 수립된 국제

문민기구 체제로 대체되었다.

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도통치

(1) EUAM의 모스타르 지역 과도통치

1994년 7월 23일 수립된 EUAM은 삼주체제 가운데 하나인 EU 공동

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의 틀 내에

서 EU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공동행위(Joint Action)였다.652)

651) 보다 상세한 내용은 David Chandler, “From Dayton to Europe”,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12, No.3, 2005, pp.336-339 참조.

652) European Commission, “Special Report No 2/96 Concerning the Accou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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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UAM의 과도통치에 대한 위임명령은 UN 안보리 결의에 근

거한 것이 아니라, 1994년 7월 5일 EU, 서유럽연합(WEU) 회원국, 2인의

모스타르 시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대통령, 이슬람계 및 크로아

티아계 대표 간에 체결된 MOU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EUAM

의 설립 목적은 물리적 재건과 정치적․사회적 통합 과정을 통하여 분쟁

당사자인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간에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

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EUAM에게 부과된 위임

명령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따라

1995년 5월 13일 EU 행정관은 전략보고서를 통해 재건활동과 권리보장,

공공서비스․조세체계․경찰력을 비롯한 공통의 법체계 확립 등과 같이

즉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기적 목적들로 그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MOU에서는 과도통치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인권보호’의 보장

을 명시하고 있었으나,653) 구체적인 인권조약이나 국제점령법상의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MOU를 통해 EUAM 행정관에게는 집행부문에 있어서의 규제권한과

최종 정책결정 권한을 포함하여 그 위임명령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고

모스타르 지방을 적절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었다.654) 그러나 MOU에서는 행정관의 규제권 발동에 있어서 연

방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

며,655)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급적 국내기관의 정책결정을 존

중하도록 한 가운데 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으로부터 완전한

사법심사가 가능케 하는 등 EUAM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제한사항들이 설정되어 있었다.656) 더구나 군사 및 경찰부문에 대

Administrator and the European Union Administration, Mostar (EUAM)

Accompanied by the Replies of the Commission and the Administartor of Mostar”,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es, 96/C287/01, Vol.39 (30 September

1996), para.1.

653) Sarah Reichel, supra note 638, p.4.

654) MOU, Arts.3, 10(3).

655) MOU, Art.10(1).

656) MOU, Arts.7(1), 8, 9(1), 1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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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떠한 지휘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행정관은 어떠한 실질

적 집행수단도 보유하지 못한 채 비협조적인 민족들 간의 정치적․사회

적 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657) 따라서 EUAM이

그 규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역정당들의 선의와 협조에 의

존할 수밖에 없었다. EUAM은 EU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공동행위였

으므로 개별 회원국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조직구조는 매우 복잡해졌고 그 결과 기능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될

수 없었다.658) 이는 민족분규라는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행위’(Joint Action)

개념이 전혀 효과적일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659) UN

은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교훈삼아 이후의 국제적 영토관리에서 공유모

델을 배제하고 항상 배타적 통제모델을 적용하는 계기로 삼았으나, EU

는 기존 UN의 통치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660)

(2) OHR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도통치

‘데이튼 평화협정’(DPA)의 체결로 인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UN의 역할은 평화 이행절차를 관리하는 제한된 범위로 한정되었으며,

분쟁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근거하여 그 시정에 관한 권한은 ‘고위대표’

(High Representative: HR)에게 부여되었다. 데이튼 평화협정 제10부속

서 제1항 2조는 HR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게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OHR이 UN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1995

년 12월 15일자 안보리 결의 제1031호는 위임명령의 형식으로 HR의 권

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데이튼 평화협정 제10부속

657) Sarah Reichel, supra note 638, pp.14-15.

658) European Commission, supra note 652, para.50.

659)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308.

660)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사회적 개혁에 있어서 EUAM의 과도통치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례로 크로아티아의 동부 슬라보니아 지역에서 UN의 과도통치

기구인 UNTAES가 수립되었을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로 모스타르 과도통치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Sarah Reichel, supra note 63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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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거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OHR의 수립을 승인하고

HR의 임명에 동의하였을 뿐이었다.661) HR의 임명은 ‘PIC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안보리는 그 임명을 승인하고 OHR과 PIC가 제출하

는 보고서를 통하여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명목상의 기능만을

수행하였던 것이다.662) UN 차원에서는 ‘UN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전

감시단’(United Nations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UNMIBH)

을 통하여 단순한 지원역할만을 수행하였다.663)

OHR은 외부적 통제기능과 함께 국가건설 과정에 있어서 교착상태에

이른 민족집단 간의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

나, 데이튼 평화협정에서는 OHR의 권한 자체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데이튼 평화협정 제10부속서에서는 ‘감독’(monitor), ‘유지’(maintain),

‘조정’(coordinate), ‘촉진’(facilitate), ‘참여’(participate), ‘지침제공’(provide guidance)

등과 같은 제한적인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HR에게 조정임무를 부여하

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제력의 발동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었다.664) 다만, 동 협정에서는 HR이 협정에 관한 “최종 권한”(final authority)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665) 그러나 데이튼 평화협정의 구

조적 결함으로 민족집단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자,666) OHR은 결국 자

661) UN Doc. S/RES/1031 (1995), para.26.

662) 1995년 12월 8일과 9일 런던에서 개최된 보스니아 ‘평화이행회의’(Peace Implementation

Conference)를 통해 채택된 문서에 따르면, HR은 PIC 조정위원회의 의장일 뿐 아니

라 OHR의 운영 역시 PIC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onclusions of the Peace Implementation Conference

held at Lancaster House, London, on 8 and 9 December 1995”,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35, 1996, p.229, paras.21-22 참조.

663)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p.288-289.

664) DPA, Annex 10, Art.Ⅱ(1).

665) DPA, Annex 10, Art.Ⅴ.

666) 데이튼 평화협정은 대립되는 세 민족집단 간의 분규를 해결하여 다민족적 민주국

가를 건설하기 위해 약한 연방정부 아래 고도로 분권화된 연방국가를 수립하였다. 이

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로 구성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세르비아계로 구성

된 ‘스르프스카 공화국’ 간의 갈등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헌법을 통하여 구조

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연방헌법은 의회 의석수와 공무원들을 각 민족집단별

로 할당함으로써 각 민족집단에서 타민족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각 민족집단에게 거부권이 부여됨으로써 정치체계 통합과 다원적

국가 수립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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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권한에 국내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 입법권과 집행권이 포

함된다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해

석론은 1997년 본에서 개최된 PIC 회의에서는 물론 안보리 결의에서도

승인되었다.667) 이와 같은 해석에 입각하여 OHR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

나에서 강력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668) OHR은 민

족집단 간의 교착상태로 인해 야기된 부작위에 대응하여 구속력을 지닌

법령을 공포하거나 의회가 채택한 위헌법률들을 무효화시키는 한편, 평

화협정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무원들을 해임시키기도 하

였다.669) 다만, HR이 국가재건 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제의 부족과 그 권한의 적법성 문제가 비판의 대

상이 되기도 하였다.670)

한편, 데이튼 평화협정 제4부속서에 마련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신헌법은 강력한 인권보장 메커니즘을 설정함으로써, 고도로 분권화된

관 6인을 각 민족집단별로 할당함으로써 민족분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각 민족집

단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보다 오히려 각 민족집단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데이튼 협정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p.290-292 참조.

667) UN Doc. A/52/728-S/1997/979 (16 December 1997); UN Doc. S/RES/1144

(1997); UN Doc. S/RES/1256 (1999).

668) 당초 OHR은 구체적 권한과 역할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아 데이튼 평화협정에 따

른 위임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스스로 그 권한을

확대하고 PIC와 안보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민족분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써 OHR에 의한 경제 및 법체계 개혁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Roland Kostić, Ambivalent Peace: External Peacebuilding,
Threatened Identity and Reconcili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2007), p.90.

669) Mateja Peter, “Whither Sovereignty? The Limits of Building States through

International Administrations”, in Joseph R. Rudolph & William J. Lahneman

(eds.), From Mediation to Nation Building: Third Parties and the Management of
Communal Conflict (Lexington Books, 2013), pp.430-431.

67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Richard Caplan, “International Authority and State

Building: The Case of Bosnia and Herzegovina”, Global Governance, Vol.10, No.1,

2004, pp.61-62; Niels van Willige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al

Autonomy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Kosovo”, East European Politics, Vol.28,

No.4, 2012. pp.436-437; Carsten Stah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Former

Yugoslavia: Origin, Developments and Challenges ahead”,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ol.61, 2001, 166-17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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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 수립을 통해 충돌할 수 있는 각 집단의 권리를 보완하고자 하

였다. 그 결과 신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671) 유럽인권협약(ECHR)과 그 의정서 및 기타 15가지의 국제인권

협약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직접 적용되도록 명시하였다.672) 그러

나 국제점령법과 관련된 규정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 코소보 (1999- )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알바니아인들과 세르비아인들 간의 민족적․종교적 갈등과 반목 속에

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외세의 지배를 경험하였던 코소보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구 유고연방의 영토로 귀속되었다.673) 구 유고연방은 특히

1974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공화국과 자치

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코소보 자치

주 역시 연방구성 공화국들에 준하는 주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

다.674)

그러나 1989년 대통령에 당선된 Slobodan Milošević는 동년 3월 코소

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본격화하였다.675)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코

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 KLA)을 조직하여 세르비아를 상

대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결국 1998년 세르비아가 연방군을

동원하여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대량 난민이

671) DPA, Annex 4, Art.Ⅱ. 3.

672) DPA, Annex 4, Art.Ⅱ; Annex 4, Annex Ⅰ.

673) 코소보 분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Miranda Vickers, Between Serb and
Albanian: A History of Kosovo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pp.1-313 참조.

674) Ibid., p.178.

675) Ibid., pp.234-235; Norman M. Naimark, Fires of Hatred: Ethnic Cleansing in
Twentieth-Century Europ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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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등 그 여파는 주변국들에게 전이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평화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Milošević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

지 않자 1999년 3월 24일 NATO는 안보리 승인 없이 신 유고연방에 대

한 공습작전인 ‘연합군 작전’(Operation Allied Force)을 개시하기에 이르

렀다.676) 그러나 오히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잔혹행위는 가중되었으며, 그 결과 몇 주 사이에 약 85만여명의 알

바니아인들이 코소보를 떠나 주변국가로 흩어졌다.677)

이에 따라 1999년 5월 6일 주요 서방국가들과 러시아를 포함한 G8 외

무장관들은 독일 피터스버그 센터에서의 회담을 통해 코소보 문제의 평

화적 해결을 위한 7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NATO 회원국들에 의한 지

상군 파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6월 3일에는 EU측 특사 Martti

Ahtisaari와 러시아 특사 Victor Chernomyrdin이 벨그레이드에 방문하여

Milošević 대통령과 평화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침내 공습은 78일 만에

종료되었다.678) 10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된 이 평화안은 코소보에서의 폭력

행위 종식과 함께 신 유고연방의 군․경 철수와 ‘국제문민기구’(international

civil presence) 및 ‘국제안보기구’(international security presence)의 설치를

핵심골자로 하고 있었다.679) 뒤 이어 6월 9일에는 ‘코소보 국제군’(Kosovo

Force: KFOR)과 신 유고연방 간에 ‘군사기술합의문’(Military Technical

Agreement)이 체결되었다.680) 상기 평화안은 6월 10일,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244호를 통해 승인되었다.681)

676) James Ker-Lindsay, Kosovo: The Path to Contested Statehood in the Balkans
(I.B. Tauris, 2009), p.14.

677) Ibid., pp.14-15.

678) Ibid., p.15.

679) UN Doc. S/1999/649 (7 June 1999), Annex.

680) UN Doc. S/1999/682 (15 June 1999), Enclosure.

681) UN Doc. S/RES/1244 (1999). 안보리 결의 제1244호에는 1999년 5월 6일 독일에서

열린 G8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된 코소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7가지 원

칙을 담은 ‘부록 1’(Annex 1)과 6월 3일 EU 및 러시아측 특사와 신 유고연방 간에

합의된 평화안의 내용을 담은 ‘부록 2’(Annex 2)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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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MIK의 코소보 과도통치

코소보에 대한 국제적 영토관리를 승인한 안보리 결의 제1244호는 UN

사무총장에게 국제문민기구를 설치하고 안보리와 협의하여 그 업무를 통

할하는 SRSG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UN 회원국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국제안보기구를 설치하는 것 또한 승인하였다.682) 이

에 따라 국제문민기구로 ‘UN 코소보 과도통치기구’(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UNMIK)가 수립되었으며,683) 코소보

공습 후 신 유고연방과 군사기술합의문을 체결하였던 NATO가 KFOR을

통해 국제안보기구로서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684)

안보리 결의 제1244호는 UNMIK에게 “잠정적인 민주적 자치정부의

수립과 발전”을 감독하면서 “기본적 문민통치 기능”과 “시민들의 법과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UN사무총장은 여기

에 입법․사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685) 이에 따라 SRSG는 1999년 7월 25일, “코소보에 관한 사법권한을

포함한 모든 입법 및 집행 권한은 UNMIK에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SRSG

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한 UNMIK 규칙 1999/1을 발령하였다.686) 이

로써 UNMIK에게는 사실상 전형적인 ‘국가’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었

다.687)

UNMIK의 수반으로서 ‘최고 권한’을 보유한 SRSG는 사법부를 포함

한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뿐 아니라, 코소보에 적용되는 여하한 법령에

대하여 개폐할 권한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688) UNMIK는 신 유고연방의

682) Ibid., para.7.

683) UN Doc. S/1999/672 (12 June 1999).

684) UN Doc. S/RES/1244 (1999), para.7(point 4 of Annex 2).

685) UN Doc. S/1999/779 (12 July 1999), para.35.

686) UNMIK Regulation No.1999/1 (25 July 1999), Section 1.1. 이하 UNMIK 규칙은

<http://www.unmikonline.org/regulations/>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687) Carsten Stahn, “Constitution Without a State? Kosovo under the United Nations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Self-Government”,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4, No.3, 2001, p.540.

688) UN Doc. S/1999/779 (12 July 1999), para.40; UNMIK Regulation No.1999/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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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철수한 직후 체계적인 인종청소로 야기되었던 코소보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반시설들을 재건하는 한편,689)

코소보의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였다.690) 뿐만

아니라, 코소보 국가체계 수립을 위한 정치적․경제적 기본조건 조성을

위해 관세체계, 통화정책, 중앙재정기구, 금융기구, 지방자치제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및 운영체계, 방송통신 규제체계, 외국정부 연

락사무소 등을 수립하기도 하였다.691) 이외에도 UNMIK는 좁게는 국내

법원에서 사용되는 인지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넓게는 경비용역 허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공적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규율하였다.692)

이와 같이 UNMIK는 코소보에서 사실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나, 그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은 사실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693) UNMIK 규칙에 따라 KFOR과 UNMIK

에게는 일반적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어 오히려 이들의 행위는 법원의 사

법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694) 뿐만 아니라, UNMIK가 그 권한

December 1999), Section 1.1.

68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Hansjörg Strohmeyer, “Collapse and Reconstruction of a

Judicial System: The United nations Missions in Kosovo and East Timo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5, No.1, 2001, pp.57-59 참조.

690)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p.319-320.

691) UNMIK Regulation Nos. 1999/3 (31 August 1999), 1999/4 (2 September 1999),

1999/16 (6 November 1999), 1999/20 (15 November 1999), 2000/16 (21 March

2000), 2000/21 (18 April 2000), 2000/36 (17 June 2000), 2000/42 (10 July 2000),

2000/43 (27 July 2000), 2000/45 (11 August 2000) 등 참조.

692)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3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의 UNTAET에

의한 과도통치가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점과

달리, UNMIK의 경우 코소보의 최종지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궁극적인 분

쟁해결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그 성과는 UNTAET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Blerim Reka, UNMIK as an International Governance in Post-war Kosova:
NATO’s Intervention, UN Administration and Kosovar Aspirations (Logos-A,

2003), p.323.

69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88-292; Jürgen

Friedrich, “UNMIK in Kosovo: Struggling with Uncertainty”,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9, No.1, 2005, pp.277-280 참조.

694) UNMIK Regulation No.2000/47 (18 August 2000). Margaret Cordial, “Outline of

Presentation on the Situation in Kosovo”, in Alexander Faite & Jérémie Labbé

(eds.), Expert Meeting on Multinational Peace Operations: Applic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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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체계 역시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

다. 안보리는 일련의 결의에서 국제점령법 적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안보리 결의 제1244호에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UNMIK의 책임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695) 이에 따라 UNMIK

규칙 제1999/1호는 공직자를 포함하여 코소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개정판인 제1999/24호에서는 구체적으로 8개의 주요 인권조약

들을 열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들을 적용 가능한 법원(法源) 가운데

하나로 수용하였다.696) 그러나 실제로 이 인권조약들은 UNMIK와 KFOR

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697)

5. 동티모르 (1999-2002)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974년 정권교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르투갈은 16세기 이래 줄곧

그 식민지배 하에 있던 동티모르를 자국의 ‘해외영토’(overseas province)

로 간주하여 왔다.698) 그러나 ‘카네이션 혁명’을 계기로 포르투갈은 UN

헌장 제11장의 의무를 인정하고, 1974년 7월에는 그 시정 하에 있던 비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UN
Mandated Forces (ICRC, 2003), pp.56-57.

695) UN Doc. S/RES/1244 (1999), para.11(j).

696) UNMIK Regulation No.1999/1 (25 July 1999), Section 2; UNMIK Regulation

No.1999/24 (12 December 1999), Section 1.3.

69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David Marshall & Shelley Inglis, “The Disempowerment

of Human Rights-Based Justice i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16, 2003, pp.103-106 참조.

698) UN총회는 1960년 12월 14일자 총회 결의 제1541(XV)호를 통해 UN헌장 제11장의

‘비자치지역’(non-self-governing territories)을 “지리적으로 시정국으로부터 분리되고

인종적 및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는 한편, 12월 15일자 총회 결의

제1542(XV)호를 통해 동티모르를 포르투갈의 시정 하에 있는 ‘비자치지역’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포르투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UN Doc. A/RES/1541(XV)

(1960); UN Doc. A/RES/1542(XV) (1960),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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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역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동티모르에서는 독립문제에 관한 정당 간의 대립 격화로 1975년 8월

11일 내전이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독립을 지지하던 ‘동티모르독립혁명전

선’(Frente Revolucionária de Timor Leste Independente: FRETLIN)이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으나, 그해 12월 7일 인도네시아의 무력침공으

로 이듬해 7월 17일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강제 편입되

었다.699) 이에 따라 UN은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재확인하면서 인도네시

아 군대의 철수를 촉구하였으나,700)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701)

그러나 심각한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상황 변화

로 1998년 Suharto 대통령이 물러나고 Habibie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서, 1999년 5월 5일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은 UN 감시 하의 주민투표를

통해 동티모르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702) 이에 따

라 1999년 6월에는 선거 조직 및 감독을 통한 상기 협약의 이행을 위하

여 안보리 결의 제1246호에 의거 ‘UN 동티모르임무단’(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 UNAMET)이 파견되었다.703) 친인도네시아계 민

병대의 폭력행위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년 8월 30일 실시된 주민투표

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98.6%가 참여한 가운데 78.5%가 인도네시아 자치

안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택하였다.704) 그러나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인

도네시아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에 의하여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서 희생자와 난민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705)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안

699) Ian Martin, Self-Determination in East Timor: The United Nations, the Ballot,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pp.15-17.

700) UN Doc. A/RES/3485(XXX) (1975); UN Doc. S/RES/384 (1975); UN Doc.

S/RES/389 (1976). 이와 같은 취지의 UN총회 결의는 1982년까지 계속되었다.

701) Roger S. Clark, “East Timor, Indone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14, No.1, 2000, pp.80-81.

70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on

the Question of East Timor, 5 May 1999 in UN Doc. A/53/951-S/1999/513 (5

May 1999).

703) UN Doc. S/RES/1246 (1999).

704) Ian Martin, supra note 699, p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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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는 결국 동티모르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9월 15일자 결의 제1264호를

통해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인 ‘동티모르국제군’(International Foce for East

Timor: INTERFET)의 전개를 승인하였다.706) 또한 INTERFET의 활동

으로 동티모르의 안보가 회복되면서 마비된 정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10월 25일 안보리는 UN헌장 제7장을 원용한 결의 제1272호를 통해 ‘UN

동티모르 과도통치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를 창설하였다.707)

나. UNTAET의 동티모르 과도통치

안보리는 결의 제1272호를 통해 점진적 권한 이양을 명시하는 동시에,

UNTAET에게 동티모르의 시정에 대한 ‘전체적 책임’(overall responsibility)

을 부여하였다.708) UNTAET의 구조는 코소보 모델에 기초한 것이었다.

UN은 동티모르에서도 코소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도행정관(Transitional

Administrator) 즉, SRSG의 통할 아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수립하였

다. 동티모르에 관한 사법권한을 포함한 모든 입법 및 집행권한은 UNTAET

에게 부여되었으며,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포함한 SRSG의 광범위한

권한은 동티모르 독립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709)

UNTAET 창설 당시 아시아의 최빈국이었던 동티모르는 역사적으로

민주적 경험이 전무하였을 뿐 아니라, 친인도네시아 계열 민병대의 무력

활동으로 민간 행정기능과 공공서비스가 마비되고 지역 기반시설 역시

모두 황폐화되어 있었다.7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UNTAET는 경제회복

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재정기구와 통화제도, 임시 조세 및 관세체계 등

705) UN Doc. A/54/654 (13 December 1999), para.32.

706) UN Doc. S/RES/1264 (1999).

707) UN Doc. S/RES/1272 (1999).

708) Ibid., paras.1, 6.

709) Ibid., para.1; UNTAET Regulation No.1999/1 (27 November 1999) Section 1.1, 4.

이하 UNTAET 규칙은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past/etimor/

UntaetN.htm> (최종검색일 2017.10.25.) 참조.

710) James Dobbins, et al.(eds.), supra note 545,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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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하였으며, 코소보의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였다.711) 특히 기반시설 파괴를 비롯한 법조인력들의 해외도피로 마

비상태에 있었던 사법제도 재건을 위해서는 법원 및 검찰체계 조직을 위

한 입법적 조치들을 단행하였다.712)

이와 같이 UNTAET는 코소보의 UNMIK와 같이 포괄적인 정부권한

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UN으로의 권

한 이양에 합의한 1999년 5월 5일자 협약 제6조에 따라 UN은 동티모르

에서 유일한 합법적 권력기구가 되었다.713) 이로써 UNTAET는 동티모

르 인민을 대신하여 국방이나 대외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핵심적 국가기

능을 행사함으로써, 곧 “국가이자 국가 건설자”(state and state builder)

로 기능하였다.714) 코소보에서는 민간기구인 UNMIK와 구별되는 안보기

구로서 KFOR이 어디까지나 별도의 지휘체계를 가진 독립적 기관으로

수립되어 종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과 달리, 동티모르의

UNTAET는 평화유지군(PKF)이라는 군사부문이 그 본질적 일부를 구성

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715) UNTAET는 엄밀히 말해 UNMIK

에 비해 더욱 ‘국가’에 근접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UNTAET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던 공적권한들을 행사함으로

써 하나의 ‘국가’처럼 기능하였다.716)

711) UNTAET Regulation No. 1999/2 (2 December 1999), 2000/1 (14 January 2000),

2000/2 (14 January 2000), 2000/12 (8 March 2000).

712) UNTAET Regulation No.2000/11 (6 March 2000), 2000/16 (6 March 2000).

713) 1999년 9월 28일 UN의 주재 하에 인도네시아 및 포르투갈 외무장관이 만난 자리

에서 양 정부는 1990년 5월 5일자 협약 제6조에 따라 UN으로 동티모르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UN Doc. S/1999/1024 (4 October

1999), para.25.

714) James Cotton, “Against the Grain: The East Timor Intervention”, Survival,
Vol.43, No.1, 2001, p.139. 同旨 James Traub, “Inventing East Timor”, Foreign
Affairs, Vol.79, No.4, 2000, p.74.

715) Michael Bothe & Thilo Marauhn, “UN Administration of Kosovo and East

Timor: Concept, Legality and Limitations of Security Council-Mandated

Trusteeship Administration”, in Christian Tomuschat (ed.), Kosovo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Legal Assess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p.226-228. 종래 다국적군이었던 INTERFET은 2000년 2월 1일부로 UN PKF로 전

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INTERFET 사령부가 주관해 왔던 군사작전 활동 역시

UNTAET의 승인 하에 PKF 사령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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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NTAET의 구조가 절대주의적 통치체제를 적용한 코소보 모델

에 기초해 있었던 만큼, 동티모르에서도 동일한 구조적 취약성이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717) 특히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의 부재로 법치주의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에게만 강요되었다는 문제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718) UNTAET 설립에 관한 안보리 결의는 UNMIK

의 경우와는 달리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UNTAET의 책임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있었으나, UNTAET 규칙 1999/1은 UNMIK 규칙 1999/1

과 유사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MIK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국제점령법을 비롯하여 그에 적용되는 법체계는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제3절 국제점령법의 적용 여부

Ⅰ. 학설상의 견해대립과 국가실행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 자체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물론 1949

년 제네바 4개협약,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등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719) 과도통치를 통해 한 국가의 영토 내

716) Jarat Chopra, “Building State Failure in East Timor”, in Aidan Hehir & Neil

Robinson (eds,), State-Building: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07), p.148.

717) 그럼에도 불구하고 UNTAET에 의한 동티모르의 탈식민지화 및 국가건설 작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Michael G. Smith & Moreen Dee, “East

Timor”, in William J. Durch (ed.), Twenty-First-Century Peace Operation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6), p.446.

718) Jarat Chopra, supra note 716, p.29.

719) 정부간 국제기구가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UN

사무국 법률실은 당해 협약이 회원국 군대에 대한 형사관할권이나 영토주권에 관한

권한과 같이 국제기구가 보유하지 못한 집행권 및 사법권을 행사해야만 이행될 수

있는 의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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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효적 지배를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점령국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들 역시 국제점령법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949년 제네

바 4개 협약이나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모두 한 ‘국가’의

군대를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호

아래 행동하는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720)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UN에게도 국제인도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UN의 군사행동은 종래와 같은 국가 간 전쟁에서의 적대행위가 아니라

타 교전당사국과 비교하여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의 강제조치이므로 UN

은 국제인도법 전체의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UN의 목적과 일치하

는 범위에서 그 적용규범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721)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국제인도법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군대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UN

군에게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구체적 범위, 즉 UN군에게 국제인도법의

제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관습국제법상의 규칙들만 적용되

는 것인지, 혹은 UN군의 특별한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들만 선별

적으로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722) 특히

1991년자 ‘UN과 PKO 요원․장비 공여국 간 UN 모델협정’에서는 UN이

군사요원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국제협약의 “원칙과 정신”(principles

and spirits)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모든 국제인도법 규정에 구

속됨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었다.723) UN사무총장은 1999년 8월에야 비로

으로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Legal Opinion

of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Question of the Possible Accession of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to the Geneva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 United Nations Juridical Yearbook (1972), p.153, para.3.

720) UN군이나 다국적군이 개입하는 무력충돌시 국제점령법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을 적

용하도록 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 조약과 추가의정서의 흠

결로 지적되고 있다. Dietrich Schindler & Jiří Toman (eds.), supra note 109, p.Ⅹ.

721)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Report of Committee on Study of Legal

Problems of the United Nations: Should the Laws of War Apply to United

Nations Enforcement Ac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Vol.46, 1952, p.220.

722) Adam Roberts, supra note 9, pp.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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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UN군의 국제인도법 준수에 관한 고시’를 공포함으로써 UN의 평화

유지활동에 대하여 사실상 국제인도법의 제 규정이 적용될 것임을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다.724) 그러나 이는 UN군이 “전투원으로서 적극적으

로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때”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함으로써,725) 1949

년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2조 2항에 설정된 바와 같이 무력충돌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에서의 점령상황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726)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이른바 ‘국제적 영토관리’(ITA)에 국제점령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소 상이한 견해

들이 제기되었다. 국제점령법의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들은 주로 UN

과 같은 국제기구가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같은 성질을 갖는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체약당사

국도 아니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점령법상의 의무들을 수락하는 경우에

만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727) 이에 따르면, 1999년 UN

723) UN Doc. A/46/185 (23 May 1991), Annex, para.28.

724) 다만, 여기서 국제인도법의 제 규칙이 모두 적용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동 고시는 Section 1의 1.1항에서 “현 고시에서 제시한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과 규칙들”(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t out in the present bulletin)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민간인 보호’(Section 5), ‘전투수단과 방법’(Section 6), ‘민간인과 전투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우’(Section 7), ‘억류자에 대한 처우’(Section 8), ‘부상자, 병자, 의무요

원 및 구호요원의 보호’(Section 9) 등 5가지 유형의 규칙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

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유형들은 단순히 예시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사실상

UN군에게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제 규칙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Siobhán Wills, Protecting Civilians: The Obligations of Peacekeep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85; Marten Zwanenburg, Accountability of
Peace Support Opera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206. Section 2에서

도 동 고시가 군사요원에게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들의 목록을 모두 열

거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UN Doc. ST/SGB/1999/13 (6 August 1999).

725) UN Doc. ST/SGB/1999/13 (6 August 1999), para.1.1.

726) 결국 UN사무총장의 고시에 따를 경우에도 UN군이 적극적으로 적대행위에 가담하

는 ‘무력충돌’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제점령법상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게 된

다. UNITAF가 소말리아에서 활동 중에 30여명의 사상자와 170여명의 부상자가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무력충돌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UN의 과도통치 자체에 국제점령법이 법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Susan L. Turley, “Keeping the

Peace: Do the Laws of War Apply?”, Texas Law Review, Vol.73, No.1, 1994,

p.163.

727) Kristen E. Boon, “The Future of the Law of Occupation”, Canadian Yearboo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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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의 고시가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그 군대가 전투원으로 가담하는

무력충돌 상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UN은 점령법을 포함한 국제인도법

에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728) 국제점령법은 UN

군이 국제적 무력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729) 애당초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이나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을 비롯한 국제점령법은 UN에 의한 점령상

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제인도법의 일부

규정들이 억류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을 설정하고 있거나 점령국

으로서 자국 주민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

여, 국가 간의 구조를 벗어난 상황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일갈하기도 하였다.730) 상당수의 학자들이 UN에 의한 ITA가 개별 국가

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시점령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대표적으로 전시점령은 점령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UN의

영토관리는 국제공동체와 현지 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731)

논리적으로 볼 때 국제점령법은 점령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점령군의 안

보상의 요구를 조정하는 규범체계이므로 점령국과 피점령국간의 이해관

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으나, UN의 영토관리는 고유한 이해관계 없이 해

당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일정기간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협력이 요구될 뿐 이해관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

International Law, Vol.46, 2008, p.132.

728) Erika de Wet, “The Direct Administration of Territories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Member States in the Post Cold War: Legal Bases and Implications for

National Law”,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Online, Vol.8, No.1,

2004, pp.323-324.

729) Charles H.B. Garraway & Jann K. Kleffner, “Applicability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Enforcement, Peace Enforcement, and Peace

Operations”, in Terry D. Gill & Dieter Fleck (eds.), The International Law of
Military Operations, 2n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148(para.4);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37.

730) Kristen E. Boon, supra note 727, p.132.

731) Sylvain Vité, “L’Applicabilité du Droit International de L’occupation Militaire aux

Activité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Revue Internationale de la
Croix-Rouge, Vol.86, No.853, 200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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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732) 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토관리는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

과는 달리 엄연히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승인이라는 일정한

‘통제’(constraint)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강조되기도 하

였다.733) 이와 같은 견해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수립된 개별국가의

점령기구보다는 국제적 제약을 거쳐 수립된 국제적 통치기구가 보다 적

법할 것이라는 추정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결국 이라크 점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UN 과도통치기구가 정치․경제․

사회 등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국제점령

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734)

이와 같은 이유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ITA 상황을 가리켜

명시적으로 ‘점령’(occup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여 왔다.

앞서 다루었던 총 9건의 ITA 사례에서도 안보리는 관련 결의에서 단 한

차례도 국제점령법의 적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안보리 역시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 점령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기도 하다.735) ITA에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결

정적인 이유는 콩고민주공화국의 ONUC나 소말리아의 UNOSOMⅡ의

경우 고유한 통치기구 수립이 아닌 ‘지원’ 임무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밖에 서뉴기니의 UNTEA, 캄보디아의 UNTAC, 크로아티

아 동부 슬라보니아의 UNTAES 등에 의한 과도통치는 해당 정부의 명

시적 동의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736) 엄밀히 말해 주권자의 진

정한 동의가 결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코소보의 UNMIK 역시 UN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

732) Daphna Shraga, “Military Occupation and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s: The

Analogy and Its Limitations”, in Marcelo G. Kohen(ed.), Promoting Justice,
Human Rights and Conflict Resolution through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496.

733) Richard Caplan, supra note 495, p.4.

734) 이에 따라 UN의 ITA에 국제점령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그 결의를 통

해 당해 규범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Bernhard

Knoll, supra note 480, pp.244-246.

735) Siobhán Wills, supra note 724, p.224.

736) Daphna Shraga, supra note 732, p.481; Orna Ben-Naftali, supra note 459, 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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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에서 국제점령법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737) 다른

한편으로는, UN과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회복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에 국제점령법을 적용할 경우 외국 영토에서의 올바른 통치와 인권

고양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738)

그러나 국제점령법 적용에 대한 UN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

적인 견해들도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점령상태의 존재는 법의 문제

가 아니라 ‘사실’(fact)의 문제로서 특정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

립되어 있으면 족하므로,739) 그 주체가 UN이라고 해서 점령법 적용이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UN군의 점령이 현지 정부

와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은 제7조와

제47조에서 어떠한 특별협정도 협약의 보호대상자들의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칙적으로 점령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점령법을 그 규범체계로

채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용성이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이 그 적용근

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점령법은 시민생활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기존의 규범체계를 제공함으로써, ITA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

시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740) 소말리아의

UNITAF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호주군은 UNITAF

가 담당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적 실체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41) 호주군

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결정적인 이유는 소말리아에 공식적인 정부가

737) Tobias H. Irmscher, “The Legal Framework fo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The Charter, Human Rights,

and the Law of Occupatio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44, 2001,

p.383.

738) Michael J. Matheson, “United Nations Governance of Postconflict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5, No.1, 2001, pp.83-8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63에서 재인용.

739)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

740)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91.

741)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p.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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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재국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었다.742) 그러나 UNITAF 지휘부는 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우려하면서 점령법의 전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

다.743) 심지어 SRSG의 법률고문의 경우 국제기구인 UN은 1949년 제네

바 4개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니므로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

다.744) 이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의 책임구역을 제외한 호주군의 책임구

역에서만 점령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점령법상의 법과 질서유지 의

무에 따라 호주군은 그 담당구역인 바이도아(Baidoa)에서 현지 경찰력과

법체계를 재수립하고 지방법원과 교도소의 운용을 재개하였다.745) 그러

나 호주군 책임지역 외의 기타 지역에서는 소말리아 경찰이나 사법체계

재수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746) 이에 기초

하여 국제점령법 체계가 사법체계를 비롯한 국가기능이 마비된 이른바

국가붕괴 사태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보상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상당부분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었다

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747)

다른 한편으로는 ITA에 있어서 과도통치기구와 현지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점령법의 적용을 부인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UN의 과도통치 임무를 부여하

는 안보리의 이해관계는 어디까지나 그 회원국, 특히 5개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748) 점령의 본질이 원칙적으로 점령국과 피점령국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잠재적 우려에 있다고 본다면, 안보리가

742) Michael J. Kelly, “Transitional Justice in Peace Operations: Shaping the Twilight

Zone in Somalia and East Timor”, Year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4, 2001, p.222.

743)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17.

744) Jarat Chopra, supra note 540, p.143.

745) Trevor Findlay, The Use of Force in UN Peace Operations (Oxford Univesity

Press, 2002), p.177.

746) Simon Chesterman, supra note 507, p.115.

747)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63.

748) Siobhán Wills, supra note 724,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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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점령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UN에 의한 점령에도 점

령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적어도 최소한의 지침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749)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각에서는 ‘실효적 지배’라는 사실적 권력행

사에 주목하여 국제적 영토관리가 본질적으로 ‘점령’과 다르지 않다고 보

아 안보리가 국제적 영토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결의에서부터 애당초 점

령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거나,750) 국제적 영토관리와 점령

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규범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751)

Ⅱ. 검토 및 발전방향

점령국의 권한은 특정 영토를 통제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므로,

점령법의 적용여부 역시 특정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가 확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즉, 1907년 헤

이그 육전규칙 제42조는 점령을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factual

matter)로 간주하고 있다.752) 동 규칙 제42조는 “사실상 적군의 권력 하

에 놓여진 영토는 점령된 것으로 본다. 점령은 그러한 권력이 확립되고

또한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영토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종래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권력

에 대한 사실상의 ‘대체’가 요구된다고 보았으나,753) 오늘날에는 점령국

749)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62-66. 같은 취지에서 국제점령법이 ITA에 있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최소한의 지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Carsten Stahn, supra note 462, p.474; Jaume Saura, “Lawful Peacekeeping: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Hastings Law Journal, Vol.58, No.3, 2007, pp.505-510;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p.92-94; Tobias H. Irmscher, supra note 737, pp.383-387 등

참조.

750) Sylvain Vité, supra note 731, pp.30-31.

751) Steven R. Ratner, supra note 18, p.697.

752)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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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리적 시간 내에 군대를 파견하여 점령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점령지역에서 충분한 힘을 현시하는 등의 ‘잠정적 지

배’만으로도 실효적 지배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754) 특히 1949

년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2조는 점령법을 적용함에 있어 전쟁의 선언

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무력저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

로 당사국 일방이 전쟁상태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점령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적 영토관리’(ITA)

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점령’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의 ‘실효적 지배’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는 국제점령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제점령법

이 국제적 영토관리(ITA)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지침으로 적용되어

야 한다는 견해들은 국제적 영토관리가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과 갖는

유사성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다.755)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

점령법의 적용가능성을 다룬 ICRC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기능적 접근방식’

753) Ibid., pp.45-46.

754) Prosecutor v. Naletilić & Martinović, ICTY, Judgement of Trial Chamber, 31

March 2003, Case No. IT-98-34-T, para.217; The Hostage Trial (United States v.
Wilhelm List and others), 1948, United States Military Tribunal, Nuremberg, in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London :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vol.Ⅷ. pp.55-56. 이와

달리 ICJ는 2005년 Armed Activities case에서 점령법상의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력행사가 요구된다고 보았다(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170, para.173). 그러나 EU조사위원회는 점령요건에 대한 ICJ의 상

기 판결을 권위적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점령국이 점령지역 도처에 점령군을 배

치하여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경우 점령국이 그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에서 ICJ의 설시는 수긍하기 어렵다. 오늘날 이스라엘 법원과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손해배상청구위원회,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그루지야와 러시아간 분쟁에 대한 EU조사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재판소에서도 적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도 실효적 지배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49를 참조.

755) Siobhán Wills, supra note 724, p.231. Benvenisti 역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

국 통치자들의 행위를 일정방향으로 지도하고 제약하기 위해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보아 ITA가 근본적으로 점령과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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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pproach)에 기초하여 UN군이 통상적으로 점령국과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점령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기도 하였다.756)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오늘날 UN 평화유지군 역시 국제인도법

상의 일정한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57) 다만, UN은 국제인도법의 제 규

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단순히 그 ‘원칙과 정신’에 구속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UN사무총장은 1999년에야 비로소 ‘UN군의 국제인도법

준수에 관한 고시’를 통해 UN군 역시 사실상 국제인도법의 제 규정에

구속될 것임을 명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UN군이 “전투원으로서 적극적

으로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때”로 한정되는 것이었다.758) 그러나 국

제점령법은 오늘날 관습국제법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946

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이미 그

당시에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설시한 바 있었다.759)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경우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적 지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7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규정들은 관습국제법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61) 더구

756)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p.33-34.

757) 1971년에 국제법학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Humanitarian Rules of Armed

Conflict to Hostilities in which United Nations Forces may be Engaged”, Annuair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Vol.54, No.2, 1971, p.465.

758) supra notes 723-726.

759) The Trial against Goering, et al., 1946, United States Military Tribunal,

Nuremberg, in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XIIⅫ(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p.87;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XVⅫ(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pp.12-13.

760) Georg Schwarzenberger, supra note 193, p.526; Raymund T. Yingling & Robert

W. Ginnane, supra note 199, p.411; Theodor Meron, “West Bank and Gaza: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 the Period of Transition”,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9, 1979,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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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로서는 UN의 모든 회원국(193개국)들이 동 협약을 비준한 상태

이다.762) 국제기구 역시 그 능력과 자원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원칙

적으로 관습국제법에 구속되며,763) 국제기구인 UN은 국제법상의 법인격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764) UN군 역시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물론 국제점령법의 개별 규정 중에서도 애당초 개별 국가들

에게만 적용할 것을 상정하여 마련되었던 규칙들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도 UN군이 실효적 지배를 통해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국제점령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실효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실패국가’ 상황에서는 과도통치에 대한 동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

므로, 그 주체가 UN군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 과도통치는 본질적으

로 개별 국가에 의한 ‘전시점령’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된다. 대표

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ONUC나 소말리아의 UNITAF 및 UNOSOMⅡ

의 경우, 애당초 국제적 영토관리를 위한 소재국의 동의나 안보리의 구

속력 있는 결의와 같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른바 ‘mission creep’에 따라

의도치 않게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콩고민주

공화국의 ONUC는 카탕가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행

사하지 못한 여러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유일한

권력기관이 되었다.765) 더욱이 소말리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존재하

761) UN Doc. S/25704 (3 May 1993), para.33;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9;

David Kretzmer, supra note 191, p.43;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p.157-159; Raymund T. Yingling & Robert W. Ginnane, supra note 199, p.411.

762) 현재 제네바 4개협약 가입국은 196개국으로, UN회원국 이외에도 바티칸시국(Holy

See)과 쿡아일랜드(Cook Island), 팔레스타인(Palestine) 3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http://bit.ly/1VWVLnE> (최종검색일 2017.12.25.)

763) Henry G. Schermers &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5th
ed.(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p.1004-1005; Moshe Hirsch,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ward Third Parties: Some Basic
Principl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p.31-37.

764)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49, p.179.

765) UN Doc. S/5053/Add.15 (30 January 1963), p.60, pp.7-10(paras.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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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사실상 전 영토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 있었

으므로,766) UNITAF나 UNOSOMⅡ가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ONUC를 비롯하여 UNITAF 및 UNOSOMⅡ의 권한 행사가 사

실상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에 따른 ‘실효적 지배’ 기준을 충족

하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실행에 있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 국제점령법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UN평화유지

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이 UNOSOMⅡ와 관련

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평화유지군과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767) 2004년에 발간된 영국의 군사매뉴얼에서

도 소말리아와 동티모르와 같은 실패국가에 있어서 국제점령법은 ‘유추

에 의해’(by analogy)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768) 실제로 소말

리아에서 UNITAF는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부는 국제점령법의 ‘법적인’(de jure) 적용을 부인하고 구체적 상황

에 따라 이를 유추적용 하는 데 그쳤다.769) 그러나 객관적으로 UNITAF

의 주둔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에 따른 ‘실효적 지배’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UNITAF 지휘부가 국제점령법을 공식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했던 것이 아니라, 점령법을 적용할 경우 UNITAF에게 부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담 및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임무의 장기

화를 우려한 순전히 정책적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770) 이와 달리, 호

주군은 그 담당지역에서 자국군이 실효적 지배를 확보한 사실에 근거하

766) UN Doc. S/1994/653 (1 June 1994), p.10(paras.19-22).

767)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supra note 590, para.57.

768) U.K. Military Manual, supra note 204, p.275.

769) Michael J. Kelly, supra note 742, pp.215-216.

770) Michael J. Kelly, Peace Operations: Tackling the Military Legal and Policy
Challenges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7), para.77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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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소말리아에 공식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이었다. UNITAF의 배치는 안보리 결의의 위임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것이 소재국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의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상 점령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771) 이에 따라 호주군은 국제점령법

을 적용하여 경찰을 재수립하고 유치장과 수감시설을 복구 및 감독하는

한편, 사법기관을 정상화함으로써 다른 UNITAF 파견대에 비해 법과 질

서 유지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772)

국제적 영토관리에 대하여 국제점령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유일

한 제한요소는 그와 같은 특별한 과도체제 수립에 대하여 “소재국의 명

시적이고 유효한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773) 1907년 헤이

그 육전규칙 제42조에 따르면 특정 영토가 “사실상 적군의 권력 하에 놓

여진” 경우 점령법이 적용되므로, 소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UN군을

‘적군’(hostile army)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과도통치기구의 직접적인 권한은 소재국의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774) 이처럼 ‘동의’라는 기준은 국

제적 영토관리에 점령법 체계를 ‘법적으로’(de jure) 적용함에 있어 중대

한 장애요소로 기능한다.775) ‘점령’ 상태의 존재는 자국의 주권이 미치지

771) Michael J. Kelly, supra note 742, pp.222-223.

772)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517, p.244; Michael Bhatia, War and
Intervention: Issues for Contemporary Peace Operations (Kumarian Press, 2003),

p.98; Robert G. Patman, “Disarming Somalia: The Contrasting Fortunes of United

States and Australian Peacekeepers during United Nations Intervention, 1992-1993”,

African Affairs, Vol.96, No.385, 1997, pp.526-527; Trevor Findlay, supra note 745,

177.

773) Katie E. Sams, “IHL Obligations of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volved in International Missions”, in Marco Odello & Ryszard Piotrowicz (eds.),

International Military Missions and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67; Hans-Peter Gasser & Knut Dörmann, supra note 201, p.267. 전통적으

로 주권국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의가 있을 경우 국제점령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

로 간주되어 왔다. Elbridge Colby, supra note 175, p.18.

774) Finn Seyersted, supra note 240, p.210.

775)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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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영토에 대하여 그 영토주권자의 “자유의지 없이”(without the volition)

실효적 지배가 행사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776) 이

에 따라, 일각에서는 UN의 국제적 영토관리가 언제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국제점령법의 적용은 항상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777)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도통치를 수립함에

있어 관련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정지시키지는

않고 있으므로, 당해 결의가 국제점령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는 없을 것이다.778) 따라서 소재국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의가 존

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

가운데, 과도통치기구의 설립 근거가 된 협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달리 규정된 사항들에 한해서만 점령법상의 규칙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영토관

리의 기초가 되었던 협정과 이를 승인한 안보리 결의들은 과도통치를 수

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지침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요구되는 세세한 지침들을 상세히 규율하지는 않고 있었다. 2000

년에 작성된 브라히미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안보리의 위임명

령은 그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모호한 성격’(ambiguity)을

가질 수밖에 없다.779)

실질적으로 국제적 영토관리의 성패는 과도통치기구가 관련 협정이나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가 아니라, 주로 당해 지역의

안보상황과 현지 주민들의 협조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통치기구와 주민들 간의 관계가 그 임무수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다. 국제적 영토관리가 엄연히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

해 수립․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통치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외국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

776)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3.

777) Robert Kolb, et al., L'Application du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et des Droits
de l'Homme aux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Forces de Paix et Administrations
Civiles Transitoires (Bruylant, 2005), p.220.

778)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724, p.197

779) UN Doc. A/55/305-S/2000/809 (21 August 2000), para.56.



- 196 -

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영토관리 역시 실질적으로는 점령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당초 과도기구 수립의 법적 근거가 소재국의

명시적 동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제점령법 자체는 여전히 유

효하다고 보아 한다. 점령법의 역할이 현지 주민들의 권리보호 뿐 아니

라 국가의 주권과 자결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UN

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국제적 영토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령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규범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

통치기구의 설립 근거가 된 협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점령법이 ‘사실상

의’(de facto)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제점령법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는 국제적 영

토관리에 있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시된 위임명령의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 1949년 제네바 제

4협약 제64조에 따른 점령국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점령지역의 현지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을 회복 및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제적 영토관리에서 일차적으로 요구

되는 부분 역시 해당지역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었

다.780) 소말리아에서 호주군이 국제점령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교훈은

구금조치와 그에 따른 적법절차, 형법 및 형사절차, 민간주민과의 관계,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인도적 구호에 위협을 야기하는 범죄

자 처리, 지역 사법기구 재건 등과 같이 과도통치기구 수립 초기에 법질

서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제 문제들을 해결하

는 데 있어 점령법이 일정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공한다는 점이었

다.781) 따라서 소재국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국제점령법이 ‘법적으로’ 온

전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도통치기구가 점령국과

780) UN Doc. S/RES/161 (1961), para.1; UN Doc. S/RES/814 (1993), para.5; UN

Doc. S/25354 (2 March 1993), paras.56-88; UN Doc. S/RES/837(1993), para.5;

UN Doc. S/RES/745 (1992), paras.6, 8; UN Doc. S/RES/1037 (1996), para.10(c);

UN Doc. S/RES/1244 (1999), para.9; UN Doc. S/RES/1272 (1999), para.2(a) 등

참조.

781) Michael J. Kelly, supra note 742,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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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국제점령법이 유추에 의한 방식으로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82)

한편, 소재국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초의 동의 자체가 번복되거나,783) 기존의 명시적 동의에 사실상 흠결

이 존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동

의라도 그것이 철회되거나 그 동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

전히 국제점령법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784) 일단 성립된

주권국의 명시적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작

업이 아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공식적인 정부가 존

재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785) 아래의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콩고민주공화국의

ONUC나 소말리아의 UNOSOM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수립되

었던 국제적 영토관리 체제는 외견상 분쟁당사국들의 명시적 ‘동의’에 기

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소보와 동티모르에서의 과도통치

에 있어서는 동의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782) Katie E. Sams, supra note 773, p.69; Tobias H. Irmscher, supra note 737,

pp.387-394.

783) 실제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과도통치를 통해 전후 재건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

재국의 ‘동의’가 전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평화협정을 통해 최

초 제시되었던 당사국들의 동의는 전후재건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자

주 번복되었기 때문이다. Andrzej Sitkowski, UN Peacekeeping: Myth and Reality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6), p.14.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UN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분쟁당사자들 역시 이에 협조할 수밖에 없으나, UN이 일단 비용

과 인원, 그 위신을 투입하여 평화협정을 타결함으로써 UN차원의 임무가 시작되고

나면 임무의 성패는 결국 분쟁당사자들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분쟁당사자들의 협상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최초의 동의는 새로운 요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Michael W. Doyle & Nicholas Sambanis, Making War and
Building Peace: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309. 크로아티아 동부 슬라보니아의 UNTAES나 동티모르의 UNTAET의 경

우 이미 관련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N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

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소재국의 동의 자체가 갖는 근본적 결함을 보완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UN Doc.

A/59/565 (2 December 2004), para.213.

784) Eric De Brabandere, supra note 481, p.121; Jaume Saura, supra note 749, p.507;

Yutaka Arai-Takahashi, supra note 356, p.537.

785) Christine Gray, “Host-State Consent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

Yugoslavia”,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7, 1996,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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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단순히 외국군의 주둔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코소보와 동티모르에서의 국제적 영토관리에 국제점령법이 ‘법

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해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이어야 한

다.786) 따라서 그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유효한 권한을 갖지

않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유효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과도통치기구의 권한행사 근거

이와 관련하여 코소보의 UNMIK의 경우, 그 동의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의 자체의 자발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787) 실제로 코소보에서 수립된 문민기구인 UNMIK와

안보기구인 KFOR의 경우 그 법적 근거로 제시된 신 유고연방의 동의는

NATO에 굴복하기 6일 전이었던 1999년 6월 3일, 계속되는 공습과 지상

군 파병 압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른바 강박에

786)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78;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21.

787)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78; John Cerone, “Minding the Gap: Outlining

KFOR Accountability in Post-Conflict Kosovo”,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 No.3, 2001, pp.484-485; Simon Chesterman, supra note 507, p.310;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22.

권한행사주체
권한행사 근거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국제기구의 결의

UN

ONUC - -

UNTEA 서뉴기니에 관한 협정 UN총회결의

UNOSOMⅡ - -

UNTAC 파리협정 안보리결의

UNTAES 에르두트 협정 안보리결의(UN헌장 제7장)

UNMIK 평화협정(6개국 접촉그룹 성명) 안보리결의(UN헌장 제7장)

UNTAET 인도네시아-포르투갈 협정 안보리결의(UN헌장 제7장)

EU EUAM 양해각서 -

PIC OHR 데이튼 평화협정 PIC 결정, 안보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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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제법상 ‘무효’(null and void)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788) 동티모르의 UNTAET 수립에 있어서도

그 동의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

아의 권원은 유효한 합의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789)

그러나 동의의 진정성 내지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안보리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790) ICRC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다수견해는 당초의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안보리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당해 상황을 ‘점령’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791) 심지어 일각에서는 안보리가 국

제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결정은 주권국의 의사를 대체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792)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를 경우에

는 UN의 임무에 대하여 점령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상정

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주권국의 동의 없이 안보리 결의만으로 국

제적 영토관리 체제가 수립된다면 그 과도통치는 사실상 ‘점령’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된다. UN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 역시 일방적인 성

격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협정과는 엄연한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79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통하여 국제점령법상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그 결의는 단순히 그 과도통치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창설하는 것일 뿐

점령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아니될 것이다.794)

788) Sylvain Vité, supra note 731, p.23.

789) Bernard Levrat, “Le Droit Inernational Humanitaire au Timor Oriental: Entre

Théorie et Pratique”, Revue Internationale de la Croix-Rouge, No.841, 2001, pp.96

et s. Ibid., p.29에서 재인용; Michael J. Kelly, et al., “Legal Aspects of Australia’s

Involvement in the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3, No.841, 2001, pp.102-103.

790)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22.

791) Id.

792) Sylvain Vité, supra note 731, p.27.

793) John Cerone, supra note 787, pp.484-485.

794) Tobias H. Irmscher, supra note 737, pp.383-384. 同旨 Michael Bothe, “Occupation,

Pacific”,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Ⅳ (North-Holland, 1982),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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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제점령법의 변천과 그 외연의 확대

제1절 기본규범의 전환: 1907년 규범에서 1949년 규범으로

1899년 최초의 성문화 이후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미 100년도 넘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1949년의 제네바 제4협약과 1977년 제네바제

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 간의 점령 현상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 점령법상 점령국의 일반적 권한과 의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항상 그 출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795) 이는

곧 점령 현상을 규율하는 여러 법원들 중에서도 특히 ‘1907년 헤이그 육

전규칙’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룰’(rule)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

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점령법 분야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

부분의 저서들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예컨대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할 때 그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규범은 신법인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

조가 아니라 구법인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이다.796) 특히 상당

수의 경우,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대한 언급 없이 1907년 헤

이그 육전규칙 제43조만을 기준으로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를 논하는 경

향을 보이기도 한다.797)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

64조가 아니라)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점령행정의 ‘소헌법’

(mini-constitution)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798) 심지어 이와

같은 인식은 ICJ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Armed Activities

case에서 ICJ는 먼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에 따라 우간다가

79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69.

796) 대표적으로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p.89-94 참조.

797) David Kretzmer, supra note 191, pp.58-64; F.S.V. Donnison, Civil Affairs and
Military Government: Central Organization and Planning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66), pp.141, 173; Peter M.R. Stirk, supra note 460, pp.203-220.

798)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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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의 Ituri 지역에서 점령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

한 이후, 점령국으로서의 의무를 지적함에 있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오로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만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이다.799)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국제점령법의 핵심적인 법원을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으로 소급시켜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인 규범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상당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국제점령법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채택으로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었

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제2장에서도 지적된 바 있

듯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만 보더라도 입안 당시 그에 따라

허용되는 입법권의 범위는 매우 협소한 것이었으나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 제64조의 채택으로 그 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사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입안되었을 당시의 사회적․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규범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제점령법이 최초로

성문화되었던 19세기의 사상적 경향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기

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전쟁은 루소-포르탈리스 원칙에 따라

민간인들을 배제한 양국 군대간의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므로

점령국은 ‘안보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점령지역의 법을 개정함으로

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800)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 입안된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한계

를 설정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경제적․사회적 생활은 순전히 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국제점령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

다.801) 그러나 점령법의 ‘최소한의 성문화’를 견인하였던 그와 같은 사상

적 배경은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될 당시부터 이미 변화

799) 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170, paras.172, 178.

800) Christopher Greenwood, supra note 204, p.244.

80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27; Davis P. Goodman, “The Need for

Fundamental Change in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Standford Law
Review, Vol.37, No.6, 1985, p.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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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드러난 자본주의의 폐해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면서 ‘복지국가’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802) 정

부의 역할 확대로 기업 또한 국영화되면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중첩

역시 가속화되었다. 이는 곧 국가의 책임 아래 있는 영역들이 증가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점령이라는 현상은 점령국이 기존의 정부조직

을 대체하는 상황을 야기하므로, 결국 점령국은 통상 주권국 정부에게

부과되어 있던 주민복지에 대한 책임까지 일정부분 승계하는 결과를 수

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803) 정부의 책임 증가는 점령기간 동안 당

해 정부를 대체한 점령국에게 부과되는 책임 역시 증가됨을 의미하므

로,804)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게 된다. 그 결과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에 대해서도 변화

가 요구되었으며, 그와 같은 권한 확대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실행을 통

해, 이차적으로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의 채택을 통해 반영되

었다.

한편 1907년의 헤이그 모델에서 1949년 제네바 모델로의 변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주권’(sovereignty) 개념의 발전이었다. 19세기 후

반 헤이그 육전규칙 입안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권’은 오늘날과 같이 그

‘인민’(peoples)이 아니라 ‘국가’(State)에 귀속되는 것이었다.805) 그러나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국가의 토대가 되었다.806)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

로 시민사회가 국영화된 전시경제에 종속되면서 전쟁이 이른바 ‘총력전’

802)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71.

803) Michael Bothe, “Effective Control: A Situation Trigger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in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36.

804) 이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및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 따른 ‘공공질서

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유지 의무’와 상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

어서는 David Kretzmer,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in the Supreme Court

of Israel”,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219 참조.

805) Samantha Besson, “Sovereign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11), para.153, <http://opil.ouplaw.com/home/epil>.

806) Nicolas Politis, supra note 62, p.17; Pierre Hassner, La Violence et la Paix: de la
Bombe Atomique au Nettoyage Ethnique (Seuil, 2000),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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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war)의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모든 사회적 역량은 근대 민족

국가의 전쟁수행 노력에 동원되었다.807) 기존 19세기의 전쟁은 ‘제한전’

(limited war)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루소-포르탈리스 원칙’(Rousseau-Portalis

doctrine)이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즉, 전쟁은 주로 교전상대국의

군주와 그 군대를 상대로 한 것이었을 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808)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모든 사회적 역량이 전쟁

에 동원되는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헤이그 육전규칙 입안자들

이 전제했던 상황은 붕괴되고 말았다.809) 모든 민간인들이 전쟁수행 노

력에 동원되면서 점령지역의 민간주민들 역시 우선적인 군사목표물이 되

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의 전통적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점령지역 민간주민들에 대

하여 더 이상 비전투원으로서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810)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점령지역 민간인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도입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기존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전통적인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층 간의 협정의 일환으로 입안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의 점령기간 동안 축출된 정부의 권력기반을 보호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었다.811) 그러나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서는 점령으로

인해 ‘축출된 정부의 정치적 이익’으로부터 적의 수중에 들어간 ‘민간주

민들의 보호’로 관심이 전환되었다.812) 이는 주권이 일국의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peoples)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결원칙의 출

현과 함께 주권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기도 했다.813) 그 결과 국가의 이익은 더 이상 그 국민의 이익과 반드시

807) Eric Hobsbawm,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Abacus, 1994), p.44.

808) Ernst H. Feilchenfeld, supra note 133, p.12; Eyal Benvenisti, supra note 457,

p.20.

809) Nehal Bhuta, supra note 63, p.733.

810) H.A. Smith, supra note 91, pp.75-77.

81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6, 71.

812) Ibid., p.72; Orna Ben-Naftali, supra note 459, 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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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814) 이에 따라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은 더 이상 군주 내지 축출된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이상에서 언급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815) 실로 ‘자결’(self-determination) 개념의 출현은

점령지역에서 요구되는 점령국의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국제점령법의 변

화를 견인한 원동력이 되었다.816)

확실히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입안된 것으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입안할 당시에 적용되

었던 제반 사정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제거되는 효과를 수반하였다.817)

실제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입안자들은 점령국에게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에 따라 부과된 의무 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818)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가 기존의 1907년 헤이

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비해 점령국에게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역시 보다 확대된 의무의 이행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1949년 그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것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연합국에 의한 독일

점령 당시와 같이 점령지역의 현행법이 인종차별적이고 반민주적인 경우

에 대처하기 위하여 점령지역의 현행법을 존중할 것에 대한 예외가 확대

813) Breven C. Parsons, supra note 246, p.12; Nicholas F. Lancaster, supra note 236,

p.56.

814) Randall Lesaffer & Rianne Letschert, “The Global Challenges to Public

International Law: Some First Thoughts”, Tilburg Law Review, Vol.17, 2012,

p.259.

815) Martti Koskenniemi, “Occupation and Sovereignty- Still a Useful Distinction?”, in
Ola Enghdahl & Pål Wrange, Law at War: The Law as it Was and the Law as
it Should B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166

816) Breven C. Parsons, supra note 246, p.3; Matthew Saul, “The Impact of the

Leg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Law of Occupation as a Framework for

Post-Conflict State Reconstruction”, in Noëlle Quénive & Shilan Shah-Davis,

International Law and Armed Conflict: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T.M.C.

Asser Press, 2010), p.399; Younghjin Jung, “In Pursuit of Reconstructing Iraq:

Does Self-Determination Matter?”,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Vol.33, 2004-2005, p.393.

817) Joyce A.C. Gutteridge, supra note 199, p.319.

818) Final Record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f Geneva of 1949, Vol.Ⅱ-A, 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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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819)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

치면서 전쟁이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점령지역 민간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필요성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현대전

에 따른 점령지역의 황폐화와 그로 인한 기아상태는 점령국에 의한 광범

위한 개입을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헤이그 육전규칙으로는 이와 같은 상

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820)

이상에서 언급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늘날 점령

현상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룰’(rule)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아니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으로 보아야 한다. 1949년 제

네바 제4협약의 채택으로 기존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에는 이미 상당

한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7년 헤

이그 육전규칙이 고작 15개의 간결한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949

년 제네바 제4협약은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조항들을 둠으로써 기존

헤이그 육전규칙의 규율범위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821) 1949년 제네

바 제4협약이 규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국유재산이나 조세부과에 관한

사항과 같은 일부항목에 불과하므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그와 같

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다루지 않고 있는 일부사항에 한해서만 존

재의의를 가질 뿐이다. 특히 규율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국제점령법의 기본규범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도입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변화를 도외시할 우려가 적지 않

다.

819)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p.125-126. 이에 따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형태의 현지법과 양립하지 않을

경우, 동 협약이 우선하게 된다.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335.

820) Michael J. Kelly, supra note 584, pp.121-122.

821)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은 기존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억류자 대우, 식량 및 의류, 위생 및 의료, 종교적․지적 및 육체적 활동, 억

류자 관리(규율 및 외부와의 관계, 형벌 및 징계, 피억류자의 이동, 사망, 석방․송환

및 중립국 내에서의 입원), 보호대상자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 등에 관한 사항에 이르

기까지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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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비교

물론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중에서도 제42조는 여전히 점령법의 적

용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49

년 제네바 제4협약 제154조에서도 동 협약이 헤이그 육전규칙을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헤이그 육전규

칙의 존재의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초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입안자들이 동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

던 본래의 의도는 동 협약을 통해 기존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완

전히 대체하고자 한 것이었다.822) 제네바 제4협약 제154조를 통해 1907

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효력이 유지된 것도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

의 작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에 반대하는 약소국들을 설

822) Final Record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f Geneva of 1949, Vol.Ⅲ, p.164.

1907 HR 규율사항 1949 GCIV

42 적용범위 2

43 보존주의 원칙, 공공질서 확보의무 64

44 정보획득을 위한 주민 강요 금지 31

45 충성맹세 강요 금지 -

46

사유재산 존중 53, 97

가문과 개인의 권리 존중 27, 32, 33

종교적 신념 존중 93, 94

47 약탈 금지 33

48 조세징수, 비용지출 -

49 추가적 조세부과 -

50 연대처벌 금지 33

51 군세 징수 -

52
현품징발 57

사역 51, 52

53 국유재산 압류 -

54 중립국 해저케이블 -

55 국유재산 관리 -

56 일정 국유재산의 사유재산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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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키기 위한 절충안으로서 막바지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반영된 것이었

다.823) 그 결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외교회의 결과를 담은 최종보

고서에서도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규정보

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824)

따라서 오늘날 국제점령법의 핵심규범을 1907년으로 소급하여 이해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할 경우,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령국의 구체적 권한과 그 한계에 있어서도 기

본적으로는 종래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변화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를 핵심기준으로 삼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장기적 점령’ 상황에서 점령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점령국이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의미와 달리 다소

광범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1907년 헤

이그 육전규칙에 대한 ‘발전적 해석’(evolutive interpretation)을 택한 것

으로 본 견해825)는 적절하지 않다.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변화된 규

범(제64조)에 따라 점령국에게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일정부분 장

기적 점령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823) Ibid., Vol.Ⅱ-A, p.675.

824) Ibid., Vol.Ⅲ, p.139(“Should any contradiction arise between the effect of the

Hague text and that of our Convention, the interpretation should settle the

difficulty in accordance with accepted legal principles,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rule that in law, the latter supersedes the earlier.”).

825) Antonio Cassese, “Powers and Duties of an Occupant in Relation to Land and

Natural Resources”, in Emma Playfair (ed.), Interna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Territories (Clarendon Press, 1992), pp.424,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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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인권기반 국제점령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른 국제점령법의 변화

1998년 ICTY 재판부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본질이 모두 ‘인

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는 양 법체계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826) 이와 같은 이유에

서 일각에서는 국제인도법을 “무력충돌시의 인권법”(law of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

다.827) 실로 오늘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모두 ‘인도주의 원칙’이

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828)

그러나 국제인도법 체계와 국제인권법 체계는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범위나 목적, 내용, 이행기제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829) 애초부터 국제인도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입

안된 것이었다. 1859년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한 Henry Dunant이

전쟁에서의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자발적인 구호단체의 설립 필요성

을 역설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인도법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인도법에 의한 개인의 보호

역시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아니라 ‘집단주의’(collectivism)적 사고

에 기초해 있었다.830)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공격의 대상이 합법적인 군사

826) Prosecutor v. Furundžija, ICTY, Judgement of Trial Chamber, 10 December 1998,

Case No. IT-95-17/1-T, para.183.

827) Charles R. Beitz,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4.

828) Theodor Meron, supra note 158, p.6.

82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Daragh Murray, Guide to Human Rights Law in
Armed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13-18 참조.

830) Gabriella Blum, “The Individualization of War: From War to Policing in the

Regulation of Armed Conflict”, in Austin Sarat, et al.(eds.), Law and War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14),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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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인 이상, 그에 따른 일체의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831) 달리 말하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원이

합법적 군사목표물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과 UN의 창설로 발전

의 계기를 마련한 국제인권법은 ‘고통의 경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

치’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1945년의 UN헌장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역시 전쟁의 불행에서 벗어나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을 뿐, 구체적인 전쟁 수행의 맥락에서 인권을 보

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요체는 개별 국가들이

자국민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 발전

과정에서 국제인도법의 문제는 주변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832)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견인하였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UN헌

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국제인도법에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논자에 따라서는 1968년의 테헤란 선언과 1970년의 UN사무총장 보고서

를 “국제인도법의 인간화”(humanization of humanitarian law)의 시초로

보기도 하였으나,833)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에 대한 고려는

이미 반영되고 있었다. 예컨대, 1929년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협약 제3

조에서는 전쟁포로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권리를 명문화하였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억류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는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인권조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834)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국제인도법 역시 두 차례

831) Stefan Oeter, “Methods and Means of Combat”, in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rd ed.(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91.

832) Robert Kolb,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etween

1945 and the Aftermath of the Teheran Conference of 1968”, in Robert Kolb &

Gloria Gaggioli (eds.),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3), p.39.

833) Theodore Meron, “The Humanization of Humanitarian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4, No.2, 2000,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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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대전을 통해 경험한 가혹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을 비롯하여 1977년 제네바제

협약 제1추가의정서 그 어디에도 ‘인권’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

지는 않고 있다.835) 그러나 동 추가의정서가 그 전문에서 “무력충돌의 희

생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늘날 국제인

도법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경감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의 보호’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인도법의 인간화’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촉진되

었던 점과는 달리, ‘군사점령’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는 이미 1907년 헤

이그 육전규칙 입안 당시부터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

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당초 국제인도법은 ‘고통의 경

감’을 위해 입안된 것으로 집단주의적 사고에 기초해 있었지만, 이와 달

리 군사점령이라는 맥락에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6조는 “가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 개개인의 인격적 보호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단 실효적 지배가 확보되면 점령국은

기존의 주권자를 대신하여 그 점령기간 동안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

복 및 유지의무’(제43조)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어도 법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실효적 지배 상황이 ‘속

지적 관할’(territorial jurisdiction)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점령’이라

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점령국이 기존의 축출된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적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836) 오늘날 점

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은 점령국에게 보다 확대된 의무

834) Robert Kolb, supra note 832, p.40.

835) 기실 ‘인권’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식민지 전쟁을 우려했던

영국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William I. Hitchcock, “Human Rights and the Law

of W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in Akira Iriye, et al.(eds.), The
Human Rights Revolution: An Internation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93.

836) Noam Lubell, Extraterritorial Use of Force Against Non-State Acto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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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과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 점령국은 그 의무를 이행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은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

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

조의 채택으로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는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 입안 당시보다 확대되었으나, 자결권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에 반

영된 일정한 목적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조치까지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837) 실제로 오늘날 국제인권법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점령국에게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령

지역의 법과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점령국에게 일정한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838) 물론 국제인권법에 따라 점령국에게 허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의 행사는 관련 국제인권법 규범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범위 내

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39) 이와 같이 1949년 제

네바 제4협약에 따른 국제점령법의 일차적 변화에 부가하여, 국제점령법은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또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추후 국제인권법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인권기반 국제점령법’(human rights-based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구체적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837) Adam Roberts, supra note 16, p.620;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02; Noam

Lubell, “Human Rights Obligations in Military Occup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330.

838) Alessandro Migliazza, “L’Evolution de la Réglementation de la Guerre à la

Lumière de la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Recueil des cours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1974, t.137, p.141.

839) 同旨 Alain Pellet, supra note 437,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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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인권법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에서 ICJ는 2004년의 Palestinian Wall

case에서의 권고적 의견을 원용하면서,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자국 영토의

외부지역 특히 점령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840)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ICJ는

점령지역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인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 상호간의

관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ICJ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적용가능한 국제인권법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

지 포함한다고 설시하는 데 그쳤을 뿐,841) 적용가능한 국제인권법의 구

체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한 것도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점령지역에서 국

제인권법의 역할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 논의의 전제로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점령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다루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은 그 장소적 적

용범위를 당사국의 영토 내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자유권규약(ICCPR),

미주인권협약(ACHR), 유럽인권협약(ECHR) 및 그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CAT) 및 아동권리협약(CRC) 등은 그 장소적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 자국의 ‘관할권’(jurisdiction)이라는 공통된 문언을 사용하고 있

다.842) 이와 달리 사회권규약의 경우 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율하는 일반

840) 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170, para.216.

841) Ibid., para.178.

842) 미주인권협약(ACHR) 제1조 1항(“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

유를 존중하고,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모든 사람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

적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러한 권리

와 자유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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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나,843) 동 규약 제4조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국가

의 영토 내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Palestinian Wall case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자유권규약의 역외적용

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 기준이 사회권규약의 역외적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다.844)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는 문제된 지역이 일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서 ‘관할권’ 개념은 국제법상의 ‘관할권’ 개념과 동일한 것인가? Ian Brownlie

는 국제법상 ‘관할권’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므로 그것이 사

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845) 일

반적으로 관할권은 “주권의 한 속성으로 입법․사법․행정적 권능”을 나

제1조(“체약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within their jurisdiction) 모든 자에 대하

여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고문방지협약(CAT) 제2조 1

항(“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under its jurisdiction) 어떠한 영토 내에서든 고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1항(“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within

their jurisdiction)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ICCPR) 제2조 1

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경우를 장소적 적용범위로 규정함으로써 ‘관할

권’(jurisdiction) 이외에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밑줄 추가). 그러나 인권조약기

구들과 ICJ는 동 규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자국의 영토’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권’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역외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ara.109.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최지현, “국제인권조약의 장

소적 적용범위 확대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안암 법학』, 제34

권(2011), 995-1031쪽 참조.

843) 다만, 제14조는 무상의무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을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metropolitan territory or other territories

under its jurisdic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844)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ara.112.

845)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105-106. ‘관할권’이라는 문언의 다양한 용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

는 Marko Milanović, “From Compromise to Principle: Clarifying the Concept of

State Jurisdiction in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Law Review, Vol.8,

No.3, 2008, pp.412-4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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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846) 이와 같이 일반국제법상 ‘관할

권’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입법․사법 또는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특정

행위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 권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847)

1999년 NATO에 의해 이루어졌던 구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

폭격 문제를 다루었던 Banković case에서 유럽인권재판소(ECtHR) 대재

판부(Grand Chamber)는 유럽인권협약상의 ‘관할권’의 의미를 일반국제

법상의 ‘관할권’ 개념에 입각하여 판단하였다.848)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

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재판소와 기타 인권조약기구들이 역외관할권의 인

정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된 행위가 일반국제법상 ‘합법적인’ 관할권 행사

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기준’(factual test)

만을 적용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849)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기

존의 판례나 인권조약기구에 의한 일반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

다.850) 재판부에 회부된 문제는 국가가 위반된 행위를 할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인권조약상의 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역외관할권 행

사가 허용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권한행사 결과가 관련 협약

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851)

846) Ian Brownlie, supra note 845, p.299.

847) Bernard H. Oxman, “Jurisdiction of State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ition, 2007), para.1 (“In its broadest sense, the

jurisdiction of a State may refer to its lawful power to act and hence to its power

to decide whether and, if so, how to act, whether by legislative, executive, or

judicial means. …”). <http://opil.ouplaw.com/home/epil>

848)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Application no. 52207/99 (ECtHR,

12 December 2001), paras.59-61.

849)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 판결에 앞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관할권’은 행사된 통제

의 적법성과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북키프로스에서의 터키 주둔이 행사된 통제의 성

격에 비추어볼 때 유럽인권협약상의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시한바 있었다.

Loizidou (Preliminary Objections) case, supra note 159, para.62; Loizidou v. Turkey
case, supra note 428, paras.52-56; Cyprus v. Turkey, Application no. 25781/94

(ECtHR, 10 May 2001)(이하, Cyprus v. Turkey case), para.77.

850) Ralph Wild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cott Sheeran & Sir Nigel Rodley,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outledge, 2013), p.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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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영

토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합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배력’(control) 행

사라는 단순한 ‘사실’(fact)로부터 인권조약상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

이 그 목적에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852) 그렇다면 인권조약에서 사용되

는 ‘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권능’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에 대

한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권

조약상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인권조약상의 관할권 안

에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에 따른 ‘피해자’가 관할권 안에 있

는 것으로 간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853) 즉, 인권조약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피해

자가 인권조약상 가해국의 ‘관할권’ 안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854)

일반적으로 군사점령에 의하여 외국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행사될 경우, 그와 같은 사실(fact)에 입각하여 국제인권법상

의 ‘관할권’ 역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855) 유럽인권재판소는 주로 영

토에 대한 ‘실효적인 전반적 지배’(effective overall control)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856) 이는 대체로 영토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제점령법의 적용기준인 ‘실효적

지배’ 기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57) 2005년 Armed

851) Martin Scheinin, “Extraterritorial Effec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Fons Coomans & Menno T. Kamminga (ed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Antwerp-Oxford, 2004),

pp.79-80.

852) Andreas Zimmerman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The Case of Israel and the Palestine Territories Revisited”, in Isabelle Buffard, et

al. (eds.), International Law Between Universalism and Fragmentation: Festschrift
in Honour of Gerhard Hafne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757.

853) Alexander Orakhelashvili,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Recent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4, No.3, 2003, pp.540-541.

854) Noam Lubell, supra note 836, pp.209-210.

855) Loizidou (Preliminary Objections) case, supra note 159, pp.23-24, para.62.

856) Loizidou (Preliminary Objections) case, supra note 159, paras.63-64; Loizidou
case, supra note 428, para.56; Cyprus v. Turkey case, supra note 849, par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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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ase에서 ICJ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 따른 점령국의 의

무에는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았으므

로,858) ICJ는 국제인권법상의 ‘실효적인 전반적 지배’ 기준이 국제점령법

상의 ‘실효적 지배’ 기준보다 광범위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점령상태가 존재하면

국제점령법 뿐만 아니라,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법의 적용 역시 수반

된다고 볼 수 있다.859)

한편, 영토에 대한 통제 기준과는 별개로 개인에 대한 통제기준으로서

이른바 ‘국가기관의 지배’(state agent authority) 기준에 따라서도 국제인

권법의 역외적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

인되었다.860) 이 기준은 국가가 자국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그 기관을 통

하여 특정 개인에게 집행관할권 행사와 같은 행위를 취하였다면, 당해 행

위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그 행위시점에 피해를 입은 개인은 당해 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861) 이 기준의 충

족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사실상의’(de facto) 권한이 행

사되면 족하므로, 당해 기관의 권한남용 등 그 행위의 적법성은 문제되지

않는다.862)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지 않더라

도 국제인권법상의 관할권이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 국제기구는 개별 인권조약의 당사국

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위임명령을 통해 적용이 명시된 국제인권

조약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행에

857) Kjetil Mujezinović Larsen, The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of Peacekeep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186-187.

858) Armed Activities case, supra note 170, para.178.

859) Cordula Droege,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srael Law
Review, Vol.40, No.2, 2007, p.332; Marko Milanović,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Law, Principles,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47; Noam Lubell, supra note 836, p.324.

860) Cyprus v. Turkey case(1975), supra note 159, p.136, para.8; Öcalan v. Turkey,
Application no. 46221/99 (ECtHR, 12 May 2005), para.91.

861) Noam Lubell, supra note 836, p.204.

862) Kjetil Mujezinović Larsen, supra note 857,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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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과도통치기구는 그 국제적 영토관리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구

체적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86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역시 관습국제법에 구속되므

로, 당해 통치기구의 ‘관할권’이 확보된 지역에 관한 한 관습국제법에 해

당하는 인권기준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864)

2. 피점령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피점령국이 기존에 특정 인권조약의 당사국이었으나 점령국은 당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경우, 점령국은 당해 조약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

는가? 2005년 Armed Activities case의 경우와 같이 점령국(우간다)과

피점령국(콩고민주공화국) 모두 관련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특별한 실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점령지

역 주민들에게 특정 인권조약 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점령국이 자국이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권리를 박탈

할 경우에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있어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

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RC)는 일반논평 제26호를 통하여

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귀속되므로 일단 규약

상의 권리가 주민들에게 부여되면, 기존의 권리는 영토에 부착되어 이후

정부의 변경, 국가승계, 국가분리 등의 사태로 인해 철회될 수 없고 계속

해서 해당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865) 이는 인권조약상

의 권리가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기득권’(acquired rights)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의무의 계속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866) 이와 같은 입장이 오늘날 관습국제

863) Frédéric Mégret & Florian Hoffmann, “The UN as a Human Rights Violator?

Some Reflections on the United Nations Changing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Human Rights Quarterly, Vol.25, No.2, 2003, p.334.

864) Erika De Wet, supra note 728, p.320.

865) UN Doc. CCPR/C/21/Rev.1/Add.8/Rev.1 (8 December 1997), para.4.

866) Menno T. Kamminga,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Human Rights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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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867)

이에 따를 경우 점령국은 자국이 당사국이 아니라도 피점령국이 당사국

인 인권조약에 구속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

서도 과도통치기구는 이른바 ‘기능적 승계’(functional succession)에 기초

하여 기존에 보장되던 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

고 있다.868) 물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3국

의 ‘동의’ 없이 당해 국가에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다면,869) 점령국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실제로 코소보의 UNMIK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조약상의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8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국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따라 점령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법’(the laws in

force)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령국

이 존중해야 하는 현지법의 범위에는 1차입법과 2차입법, 판례, 유권해석

등은 물론, 인권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적 의무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87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 1996, pp.472-473.

867) 정인섭,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375쪽; Thomas Buergenthal,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5,

2001, p.364.

868) Michael Bothe & Thilo Marauhn, supra note 715, p.237; Tobias H. Irmscher,

supra note 737, pp.371-372; UN Doc. CCPR/C/UNK/CO/1 (14 August 2006),

para.4.

869) 同旨 Akbar Rasulov, “Revisiting State Succession to Humanitarian Treaties: Is

There a Case for Automatici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4,

2003, pp.141-170.

870) UN Doc. CCPR/C/UNK/1 (15 February 2006), paras.123-124.

871)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15,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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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점령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역할

1. 논의의 기초: 국제인권법상의 일탈조항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제인권법상의 모든 조

항들은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관련 인권조약에서 ‘일탈조

항’(derogation clause)을 두고 있을 경우, 특별한 비상사태의 발생에 따

라 당해 조약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전쟁’(war)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탈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한

다.872)

다만 국가가 조약상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비례성’

(proportionality), ‘긴급성’(necessity), ‘무차별’(non-discrimination) 등과

같은 일정한 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873) 예컨대, 자유권규약(ICCPR)

제4조에서는 ‘일탈’(derogation)의 요건으로서 ① 비상사태의 성격이 국민

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일 것, ②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

될 것, ③ 취해진 조치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 ④ 취해진 조치가 당해국의 국제법상 여타 의

무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⑤ 취해진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을 것, ⑥ 일탈

규정 및 그 이유를 UN사무총장을 통하여 타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하

고, 그 종료시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는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 인권조약의 모든 조항에

완전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874)

872) Anna-Lena & Svensson-McCarthy,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States of Excep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and
Case-Law of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214.

873) Robert K. Goldma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Personal Liberty, including habeas corpus, during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n Robert Kolb & Gloria Gaggioli (eds.),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3), p.105.

874) Isayeva v. Russia, Application no. 57950/00 (ECtHR, 24 February 2005), para.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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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상의 모든 권리

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권규약 제4조 2항에서는 생명권, 고

문 또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금지, 노예

제도 및 노예매매 금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

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

는 부작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행위시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형벌 금지,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 및 종

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을 위반이 허용되지 않는 ‘훼손할 수 없는 권

리’(non-derogable rights)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HRC)에 따

르면 동 조항은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875) 기타 인

권조약에 규정된 훼손할 수 없는 권리들 역시 추가적인 사유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876)

따라서 일반적으로 점령상황에서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일

탈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점령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인

권조약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없는 권리’에 한정될 것이다. 그

러나 실제 국가실행에 있어서 국제적 무력충돌 발생시 그에 따른 비상사

태가 선언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만 그

와 같은 실행이 일부 존재했을 뿐이었다.877) 실제로 포클랜드전, 제1차

걸프전, 구 유고연방 및 2003년 이라크전과 같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있

어서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일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878) 이와 같은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점령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의 역할과 기능을 논함에

있어 굳이 그 범위를 ‘훼손할 수 없는 권리’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일탈’(derogation)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특히 점령이

875) UN Doc. CCPR/C/21/Rev.1/Add.11 (31 August 2001), paras.13-15.

876) 포괄적인 목록이 정리된 문헌으로는 Yoram Dinstein, supra note 20, pp.75-76 참조.

877) Cordula Droege, supra note 859, p.319. 이에 따르면, 쿠르드족과의 분쟁으로 터키

는 유럽인권협약의 적용을 정지한 사례가 있으나, 체첸공화국과의 분쟁에서 러시아는

유럽인권협약의 적용을 정지하지 않았다.

878) Peter Rowe,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uring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Richard Burchill, et al.(eds.),

International Conflict and Security Law: Essays in Memory of Hilaire McCoubr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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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이라거나 보다 장기화될 경우 국제인권법의 개별규정이 갖는 중요

성은 보다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와 특별법 우선원칙의 적용

1996년 Nuclear Weapons case에서 ICJ는 생명의 자의적 박탈을 금지

하는 자유권규약 제6조가 무력충돌 시에도 계속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그 특별법인 국제인도법상의 규칙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879)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를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는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ICJ가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880) 특별법 우

선의 원칙은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규범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해석상

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인 국제인도법 체계로 인하여 일반법인 국

제인권법 체계가 ‘전체적으로’(as a whole) 배제된다는 시각881)은 전시법

과 평시법에 대한 엄격한 구별을 전제하던 전통적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882) 더욱이 이와 같은 해석은 국제

879) Nuclear Weapons case, supra note 165, para.25.

880) Andrea Bianchi, “Dismantling the Wall: the ICJ’s Advisory Opinion and the

Likely Impact on International Law”,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47, 2004, pp.370-371; Anja Lindroos, “Addressing Norm Conflicts in a

Fragmented Legal System: The Doctrine of Lex Speciali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4, No.1, 2005, p.44; Gerhard Hafner, “Risks Ensuing from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UN Doc. A/55/10 (27 September 2000),

p.147.

881) Hans-Joachim Heint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Law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86, No.856, 2004, pp.796-798; Michael J. Dennis, supra note 169, p.139 등

에서도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82) H.H.G. Post, “Some Curiosities in the Sources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n
L.A.N.M Barnhoorn & K.C. Wellens (eds.), Diversity in Secondary Rules and the
Unity of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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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일반적 실행과 ICJ의 기존 설시

내용과도 합치되지 않는다.883) 종래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이와 같은 입

장을 고수해왔으나,884) 최근 미국은 개별규정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

우에만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입장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885) 이에 따를 경우 양 규범체계는 ‘상호배제적’(derogatory)

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인 관계를 갖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86)

그러나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원칙을 이와

같이 파악할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게 된다. 점령지역에서 국제점령

법 또는 국제인권법 가운데 어느 하나의 법체계만 적용되는 경우, 또는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서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

하거나 어느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보완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양 법체계가 동

일사안을 각기 달리 규율함으로써 그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문제

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규범충돌은 주로 구금이나 사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방식의 사살이나 구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국제인도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는 언제나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887)

이에 따라 최근에는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특별법 우

선원칙은 “규범충돌을 해결하는 기제”로서가 아니라 규범충돌을 방지하

883) Nuclear Weapons case, supra note 165, para.25;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ara.106.

884) Françoise J. Hamps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 Human Rights Treaty

Body",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0, No.871, 2008, p.550.

885) UN Doc. CCPR/C/USA/4 (22 May 2012), paras.506-507.

886) UN Doc. CCPR/C/21/Rev.1/Add.13 (26 May 2004), para.11.

887) Cordula Droege, “Elective Affinitie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0, 2008, p.524; Heike Krieger, “A

Conflict of Norm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in the ICRC Customary Law Study”,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11, No.2, 2006,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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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해석의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888) 2006년 ‘국제법의 파편화’(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에

관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보고서에서도 특

별법 우선원칙을 포함한 조약충돌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면서 이와 유사

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889) 동 보고서는 국제법의 여러 규범들 간의

관계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에 기초한 조약 해석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우선순위 관계에 기초한 상호 ‘배제’가 아니라 상

호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한 것이었다. 즉, ILC의 접근방식에 따르

면 국제법상의 의무들은 각 규범을 아우르는 ‘체계적 통합’(systemic

integration)의 관점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하며,890) 일정한 사안을 규율

하는 여러 규범들은 가능한 한 양립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 해석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891)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할 때,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별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한 법체계의 규정

만을 적용하고 다른 법체계의 규정은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양 규범체계

를 모두 아우르는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체계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돌하는 두 규정이 동일한 상황에 적용될

경우,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

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92) ‘점령’ 상황은 구체적

888) Jean d’Aspremont & Elodie Tranchez, “The Quest for a Non-Conflictual

Coexist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itarian Law: Which

Role for the lex specialis Principle?”, in Robert Kolb & Gloria Gaggioli (eds.),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3), pp.234-242; Louise Doswald-Beck,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37, 1997, pp.50-51; Marko Milanović, supra note 859, pp.249-252.

889) UN Doc. A/CN.4/L.682 (13 April 2006).

890) Ibid., paras.25-28, 480

89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ampbell McLachlan, “The Principle of Systemic

Integration and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4, No.2, 2005, pp.279-320; Anthony E.

Cassimati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6, No.3, 2007, pp.623-640 참조.

892) UN Doc. A/CN.4/L.682 (13 April 2006), par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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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대행위의 정도에 따라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양극단을 연결하는

선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893) 본질적

으로 국제적 무력충돌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국제인도법이 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996

년 Nuclear Weapons case의 설시와 같이,894)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유효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 특별법인 국제인도법 규정을 보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895) 반대로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적일 경우에는 이를 보다 기본적인 규칙으로 파악

하되,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양 법

체계의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896) 특히, 점령의 특성상 그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국제인권법의 역할은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897)

3. 국제인권법의 역할: 국제점령법의 흠결보충 및 인권증진기능

국제인권법의 발전이 국제점령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의 의무

가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점령국에게 있

어 전자의 권리는 주로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지만, 후자의 권리는 적극

893) Danio Campanelli, “The Law of Military Occupation Put to the Test of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0, No.871, 2008, p.654.

894) Nuclear Weapons case, supra note 165, para.25.

895)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14.

896)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63; Prosecutor v. Dragoljub Kunarac,
Radomir Kovac and Zoran Vukovic, ICTY, Trial Judgement, Judgement, 22

February 2001, Case No. IT-96-23-T & IT-96-23/1-T, para.471; Hassan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29750/09 (ECtHR, 16 September 2014) (이하,

Hassan Case), para.104.

897) Noam Lubell, supra note 837, p.329; Tristan Ferraro, “The Law of Occupation

and Human Rights Law: Some Selected Issues”, in Robert Kolb & Gloria Gaggioli

(eds.),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3), p.279; Vaios Koutroulis, supra note 433,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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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898) 특히 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존중․보호․이행 의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899) 그 중에서도 당사국에게 그 관할권 하에

서 당해 인권조약 상 보호되는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여하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존중의무’(obligation to respect)와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내에서 제3자가 인권법상 보호되는 권

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보호의무’(obligation

to protect)는 대체로 소극적 의무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에 따라 점령법상

요구되는 의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900) 그러나 이와 달리 ‘이

행의무’(obligation to fulfil)는 당사국에게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

역 내에서 인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입법적․행정

적․예산적․사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그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기타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901) 이는 인권법상의 권리보호를 위하

여 특정조치를 취할 ‘행위의무’와 이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결과의무’를 포함하므로, 당사국은 그 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비롯한 적극적인 작위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902) 즉,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점령국에게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

인 권한행사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기초하

여 이하에서는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가 존중 또는 보호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행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각각의 경우 국제인권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898) Noam Lubell, supra note 837, p.331; Philip Alston & Gerard Quinn, “’The

Nature and Scop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9, 1987,

p.159.

899) UN Doc. E/C.12/1999/5 (12 May 1999), para.15; UN Doc. E/C.12/1999/10 (8

December 1999), paras.46-47; UN Doc. E/C.12/2000/4 (11 August 2000), para.33.

900) Gregory H. Fox, supra note 458, pp.259-260.

901) General Comment No. 12-14, supra note 480.

902) Manisuli Ssenyonj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2009), pp.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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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중의무와 보호의무의 경우: 소극적 기능

이행의무를 포함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비해 시민

적․정치적 권리는 그와 같은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대표

적으로 자유에 관한 권리를 바탕으로 국제인권법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점령상황에서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 간의 관계는 특히 ‘억류’(detention)에 관한 영

역에서 문제된다. 자유권규약 제9조는 자의적 체포와 억류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78조에서는 안보상의 사유에 기

초한 ‘주거지정’(assigned residence)이나 ‘억류’(internment)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두 규정 상호 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해

석할 경우, 점령 중에 이루어지는 주거지정과 억류는 먼저 1949년 제네

바 제4협약 제7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보상의 긴요한 이유”(imperative

reasons of security)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military necessity’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903)

그렇다고 해서 자유권규약 제9조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

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78조에 따라 주

거지정이나 억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점령국이 설치한 ‘권한있는

기관’(competent body)에 의한 ‘소청’(appeal)이나 ‘정기적 심사’(periodical

review)는 여전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규약 제9조는 이와 같

은 보호장치를 보장함으로써 부수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점령상황에서의 억류시 국제인권법의 부수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2014년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Hassan case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준

다.90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5조 4항에서는 억류

의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1949년 제네바 제4

903) Jean S. Pictet, supra note 142, p.368.

904) Hassan Case, supra note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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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43조와 제78조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도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재판소는 자유권규약 제9조와 유사한

조항인 유럽인권협약 제5조가 “국제인도법의 문맥과 그 규칙들을 고려하

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국제인도법에 따른 ‘행정

기관’에 의한 심사 자체가 이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905) 즉, 국

제인권법에 따른 억류의 자의성은 무력충돌이라는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실 무력충돌의 와중에 국제인권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78조에

서 예정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은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

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906) 유럽인

권재판소 역시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 자체가 유럽인권협약 제5조에 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초의 심사가 억류 직후에 이루어지고

억류자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78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는 석방이 보장되도록 추후의 심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는 등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시하였다.907) 이에 비추어볼 때, 국제인권법적 시각을 통해 국제인도법

이 적용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은 국제인도법의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흠결을 보충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908)

나. 이행의무의 경우: 적극적 기능

점령의 일시적 성격에 기초하여 점령지역의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보

905) Ibid., para.106.

906) Vaios Koutroulis, “Internment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in Proceedings of
the Bruges Colloquium: Detention in Armed Conflict, No.45, 2014, p.45.

907) Hassan Case, supra note 896, para.106.

908) Lawrence Hill-Cawthorne, “Protections for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Proceedings of the Bruges Colloquium: Detention
in Armed Conflict, No.45, 2014, p.38. 同旨 Vaios Koutroulis, supra note 906,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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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주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제점령법의 핵심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보존주의 원칙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개

념이 아니며,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의 채택을 통해 이미 상당히

광범위한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도입까지도 일정부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점령국에게

‘이행의무’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기초한 점령국의 권한 행사가 어느 범

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경우에 따라 1949년 제네바 제4협

약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권한행사가 요구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필연적으로 보존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909) 물론 점령국의 조치가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할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점령지

역에서 새로운 헌법이나 정치체계의 도입이나 조세제도 또는 경제제도의

개편과 같은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910)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치일 경우 이는 일정부분 급진적 개혁을 수반한다는 점을 부인하

기 어렵다. 보건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점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회

권규약 제12조 2항에 따라 점령국에게는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등

을 위해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동 규약 제11조 2

항(a)에 따라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제나 필요한

입법을 취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사회개혁에

909) Gregory H. Fox, supra note 458, p.260.

910)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3호에서도 경제적․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정치․경제제도에 관해서는 중립적이며, 그 원칙들이 자본

주의나 사회주의 등과 같은 특정 정치․경제제도만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볼 수

는 있는지 역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UN Doc. E/1991/23 (14

December 1990), par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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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농지제도’(agrarian system) 개혁이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틀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911) 교육과 관련해

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물리적 교육시설을 재건하는 것은 보존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

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을 위해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보존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행의무’를 요구하는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은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과 충돌하게 되므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그 의무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할 경우 점령지역에서 이행의무가 요구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재의의는 완전히 상실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원칙’은

어느 한 규범체계의 배타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규범체계를

하나로 통합된 규범체계로 이해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해석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의무가 요구된다고 해서 그와 같은 권리의 실현을 위

한 조치가 모두 보존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

다. 특히 이행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한, 관련 국제인권법 규정은

점령지역에 적용되는 가장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규정이 특별법으로서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보존주의 원칙을 규정한 1949년 제네바 제

4협약 제64조 역시 그 일반법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이므로, 관련 인권규정을 보존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함으로써 점령

국의 권한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행의무를 위한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점령지역의

일상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점령국들이

911) Sylvain Vité, “The Interrelation of the Law of Occupation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Examples of Food, Health and Property”,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0, No.871, 2008,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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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로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사

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12) 실제로 구소련

은 1978년 아프가니스탄 점령 당시 사회주의적 개혁과 무력저항의 저지

를 목적으로 교육제도를 활용한 바 있으며,913) 인도네시아 역시 동티모

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통한 문화변

용 정책 및 주입식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914) 따라서 보존주의 원칙

을 고려함에 있어 이행의무의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점령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권규약 제2조 1항에서 당사국에게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

대한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점진적’ 실현이 갖는 유연성을 고려한다면 점령상황에서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들은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에도 그리 큰 장애가 되지는 않

을 것이다.915) 권리의 보장방식에 있어서 점진적 방식을 허용한 사회권

규약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점령국이 사실상 자결권을 부여받은 것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면, 애당초 그와 같은 조치는 결코 보존주의 원칙

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행의무의 실현을 위해 요

구되는 범위 내에서 점령국에게는 기존의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틀

내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존중의무 또는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이 국제인도

법의 집행에 있어 발생하는 흠결을 보충하고 감독하는 ‘소극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이행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

은 점령국에게 보다 확대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점령지역 주민들의 인

912) Davis P. Goodman, supra note 801, p.1602.

913)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178-179

914) Ibid., p.173

915) Tristan Ferraro (ed.), supra note 15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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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증진시키는 보다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로써 국제점령법은 1907년 규범에서 1949년 규범으로의 일차적 변

화에 부가하여, ‘인권기반 국제점령법’으로 또 한차례의 변화 내지 변형

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 변형적 국제점령법

2003년 이라크 점령은 기존의 점령법 체계가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에 있어 여전히 유용한 규범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

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재 치하에 있었거나 실패한

국가에 있어서 기존의 체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적

이고 평화적인 국가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떠한

규범적 틀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국제점령법의 기본규범의 전환과 국제인권법의 흠결보충 및 인권증진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간략한 고찰을 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리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살펴보고, 국제점령법이라는 규범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Ⅰ.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권한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의 또 다른 법원(法源)으

로서 일종의 ‘부수적 입법’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916) UN

916) L. Condorelli, supra note 190, pp.834-835; 김부찬․이진원,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입법적 결의’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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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제25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를 통

해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917)

그렇다고 해서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의가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권한의 구체적 범위

와 그 한계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주제라 할 수 있으므

로 이하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안보리

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현행 국제점령법 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다만 본 절의 목적상 이하에서는 안보리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행

동할 경우 국제점령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는 UN헌장에 따라 설정된 특별한 권한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리는 헌장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

서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918) 특히 UN헌장에 따라 안보리에

부여되는 권한은 그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그 권한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것이다.919) 따라서 안보리

가 국제점령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로부터 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

리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안보

리가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할 경우 국제법상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의

무가 헌장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UN헌장 제24조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보리가 “UN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제18권 제1호(2011), 81-116쪽.

917) Stefan Talmon, “The Security Council as World Legislatur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9, 2005, p.179.

918) Thomas M. Franck, Fairness in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220.

919)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759; Prosecutor v. Duško Tadić, ICTY,

Appeals Chamber,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2 October 1995, Case No. IT-94-1-AR 72, par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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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UN헌장 제1조는 UN의 목

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

이라는 표현은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대응하

기 위한 집단적 강제조치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국제분쟁의 해결과 관련

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ICJ 재판관 Schwebel

역시 Lockerbie case에서 그 반대의견을 통해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이

라는 표현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효과적

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조정이

나 해결만을 규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입안된 것으로서, 안보리가 집

단적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현행 국제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시한 바 있다.920) 이와 같은 해석은 UN헌장

의 준비자료(travaux préparatoires)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San Francisco

에서 헌장 제7장에 따른 집단조치까지도 일반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이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대표

단에 의해 거절되었던 것이다.921) 이와 같은 측면에 주목할 경우, 안보리

가 집단적 강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922)

그러나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헌장 제1조와 제2조

가 엄밀히 말해 ‘열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없는 것

920)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이하 Lockerbie case), Preliminary Objections, Judgement, I.C.J.

Reports 1998(Dissenting opinion of President Schwebel), p.167.

921)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Bernd Martenczuk,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ourt and Judicial Review: What Lessons from Lockerbi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No.3, 1999, p.545; Gabriël H. Oosthuizen,

“Playing the Devil’s Advoca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Unbound by

Law”,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 1999, pp.552-553 참조.

922)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Frederick A. Praeger, 1951),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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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923) 국제기구 역시 그 설립조약에 구속되는 만큼, UN헌장 전

체가 안보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924)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는 헌장에 기초하지 않은 완

전히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으며, 헌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헌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한해서만

구속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925) 이

와 같이 안보리가 UN헌장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UN의 목적과 원칙”

에 구속되고 나아가 UN헌장 전체에 구속된다는 견해를 수용하더라도,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할 경우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926) UN헌장 제103조에 따라 안

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포함한 헌장상의 의무는 기타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927)

물론 UN헌장 제103조는 헌장상의 의무와 기타 협정상의 의무가 충돌

할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와 충돌할 경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Bedjaoui는 Lockerbie case

에서의 잠정조치 명령에서 관습국제법은 제103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928) UN 헌장 입안 당시에도 관

습국제법을 비롯한 기타 법원들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였던 시도가 실제로 거부된 것이 사실이다.929) 그러나 오늘

923) Anne Peters, “Article 25”, in Bruno Simma, et al.(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Vol.Ⅰ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813-814.

924) Ibid., p.815.

925) D.W. Bowett, “The Impact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 No.1, 1994, pp.92-93.

926)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724, p.142; Terry Gill, “Some Though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 Plea for Mutual Respect and a Common-Sense Approach”,

Year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16, 2003, p.73.

927) UN Doc. A/61/10 (2006), para.251(p.420); Lockerbie case, supra note 920,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I.C.J. Reports 1992, p.15, para.39;

Andrea Paulus & Johan Ruben Leiß, supra note 478, p.2124.

928) Lockerbie case, supra note 920(Dissenting Opinion by Judge Bedjaoui), p.157,

par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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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국제사회에서는 헌장 제103조가 조약뿐 아니라 관습국제법을 포함한

여타의 법원들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930) UN헌장 제25조가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

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하도록 명시하면서 어떠한 제한도 설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UN헌장상의 의무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보다도 우

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31) 이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안보리가 UN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UN의 목적과 원칙 내

지 UN헌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32)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장 제7장의 구속력 있는 결의에

따라 안보리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경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안보리는 결국 UN의 목적과 원칙 내지 UN헌장에 구

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한을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

이다. 특히 최근에는 안보리 역시 ‘강행규범’(jus cogens)에 구속된다는

929) Andrea Paulus & Johan Ruben Leiß, supra note 478, pp.2132-2133.

930) ILC,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UN Doc. A/CN.4/L.682 (13

April 2006), p.176, para.345; Anthony E. Cassimatis, supra note 891, p.636;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724, p.143; Andrea Paulus & Johan Ruben Leiß, supra
note 478, p.2133; Karl Zemanek,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General Course on Public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1997, t.266, p.232. 재판관 Oda 역시

Lockerbie case에서의 ‘선언’(declaration)을 통해 안보리 결의가 기타 법원들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

다. Lockerbie case, supra note 920(Declaration of Vice-Président Oda, Acting

President), p.129.

931)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761. UN헌장 제25조와 제103조 모두를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W. Michael Reisman, “The Constitutional Crisis in

the United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7, No.1, 1993,

p.93.

932) Batram S. Brown, “Intervention, Self-Determination, Democracy and the Residual

Responsibilities of the Occupying Power in Iraq”,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Vol.11, 2004-2005, p.547; Anne Peters, supra note 923, p.828; Erika

de Wet, The Chapter Ⅶ Pow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04), p.182;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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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933)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934)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가 오늘날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는 견해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935) 그러나 안보리가 강행규

범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주제로 본

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을 절

대적인 성격을 갖는 강행규범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주제가 본

고의 결론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이

해에 기초할 경우,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결의 형식

을 통해 점령국에게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및 관련 국제인권법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변형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국제점령법상 보존주의 원칙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으로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규범’(peremptory norm)으

로 정의하고 있다. 동 협약 자체는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

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초안’(이하 ‘국가책임규정

최종초안’)에 관한 ILC 주석에 따르면 침략․제노사이드․노예․인종차

별․인도에 반하는 범죄 및 고문의 금지, 자결권 등이 명확하게 인정된

강행규범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936)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제인도

933) Antonios Tzanakopoulos, Disobeying the Security Council: Countermeasures
against Wrongful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65; Dapo Akand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Security Council: Is There Room for

Judicial Control of Decisions of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46, Part 2, 1997, p.322; T.D.

Gill, “Legal and Some Political Limitations on the Pow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ercise its Enforcement Powers under Charter Ⅶ of the Charter”,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6, 1995, p.89; Andrea Paulus &

Johan Ruben Leiß, supra note 478, p.2133.

934) 대표적으로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724, p.143 참조.

935) Bernd Martenczuk, supra note 921, pp.545-546.

936) 2001년 국가책임규정 최종초안 주석 Art.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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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들이 모두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였으나,937) 국제

점령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령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령법상의 여러 성문규정들을 여하한 점령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9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점

령법의 개별 규정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강행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각각의 규범이 갖는 성격이 개별적으로 판단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939)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제점령법의 어떠한 규정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ICTY의 경우 kupreškić case

에서 특히 전쟁범죄의 금지, 제노사이드․인도에 관한 범죄 등과 같은

국제인도법상의 규정 대부분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기도 하였으나,940) ICTY는 물론 ICJ 역시 구체적으로 국제인도법상 강

행규범에 해당하는 규칙들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Bosnian Genocide case의 별개의견에서 Lauterpacht

재판관이 제시한 판단기준이 일정부분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서

는 안보리 결의가 제노사이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반대명제’(opposite proposition)를 통해 명확하게 용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강행규범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941) 이와 같은 기준

에 따를 경우, 예컨대 일반적인 관점에서 안보리가 그 결의를 통해 점령

지역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처우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

서 허용되지 않는 권한의 확대를 인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용납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942) 이와 유사하게 일각에서는 협

937)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81.

938)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852.

939) Lindsey Cameron, supra note 468, p.65.

940) Prosecutor v. Zoran Kupreškić et al., ICTY, Judgement of Trial Chamber, 14

January 2000, Case No. IT-95-16-T, para.520.

941)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April 1993, I.C.J. Reports 1993(Separate opinion of Judge ad

hoc Lauterpacht), p.440, para.100.

942) Lindsey Cameron, supra note 468,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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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중대한 위반’(grave breach)을 초래할 수 있는 규범들을 강행규범

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943) 국제점령법과 관련해서는 보호

대상자들의 강제 이송 또는 추방을 금지하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49

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44) 이와 같은 결론은 2004년

Palestinian Wall case의 권고적 의견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에서 ICJ는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안보장벽

설치의 법적 결과를 논하면서 제네바 제4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이스

라엘이 국제인도법 준수를 보장하도록 협력할 의무와 함께 장벽 설치로

인해 야기된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

다고 설시하였다.945) 여기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표현이 명

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은 국가책임규정 최종초안 제41조

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장벽건설을 통해 위반한

규범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946) 특히 ICJ

가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던 규범 중에는 국제점령법

이 포함되므로,947) 이는 점령에 관한 국제인도법 규정들 가운데 일부가

강행규범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도 인도적 처우나 적법절차에 관한 원칙들,948) 또는 보호대상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일련의 조항들이 강행규범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9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점령법에 있어서 강행

규범에 속하는 세부 규칙들의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을 규정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가 강행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943) Lauri Hannikainen, Peremptory Norms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Historical Development, Criteria, Present Status (Finnish Lawyers' Pub. Co., 1988),

p.606.

944)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85조 4항 (a), ICC 로마규정 제8조 2항

(a)(vii).

945)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200, para.159.

946) 정인섭, 전게서(각주 30), 429쪽.

947) Palestinian Wall case, supra note 167, pp.185-187, paras.124-126.

948)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852.

949) D.W. Bowett, supra note 240,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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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이 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야기한다거나 민간주민들의 기본적 보

호에 관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리가 강행규범에 구속된

다고 보든 그렇지 않다고 보든지 간에, 그 결의를 통해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변형정책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안보리의 역할: 조정 및 감독 기능

2003년의 안보리 결의 제1483호는 점령국에게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

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변형정책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었

다.950) 영국 법무장관 역시 동 결의가 점령국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한계를 초과하여 이라크의 개혁과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951) 실제로 이 결의에서 점령국

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언 가운데 하나인 4항에서는 점

령국에게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틀 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전통적

인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8항에서는 경제개혁과 같이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결의의 채

택을 둘러싼 토의과정을 살펴보면, 동 결의의 입안자들 역시 점령국에게

국제점령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허용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952) 다만, 미국측 대표가

UN이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연한 체계’(flexible framework)

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953) 안보리 결의를

950) Eyal Benvenisti, supra note 1, pp.258, 270.

951) Legal advice by the UK Attorney General, “Iraq: Effect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83 on the Authority of the Occupying Powers”(9 June 2003), in
Stefan Talmon, supra note 5, p.1377.

952)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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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라크전에 비판적이었던 독일조차도 이 결의가 채택

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재건 절차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다.954) 최종적인 결의 역시 추가적인 변형조치를 승인함에 있어 모

호한 표현들을 사용한 함축적인 것이었다.955)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

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모호한 방식이 아닌 ‘명시적’인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956) 그러나 안보리가 제공한 위임명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할 것이므로 그 모호성 역시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57)

법 문언상의 모호성은 유연성을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그 유연성은 CPA

로 하여금 이라크의 법적․정치적 지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적응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958)

확실히 이라크 점령사례는 국제점령법상 보존주의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효

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점령국들이 이라크에 도입하고자 했

던 변형정책의 허용범위와 그 규범적 근거 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도 보존주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한 것이었다.959)

953) UN Doc. S/PV/4761 (22 May 2003), pp.2-3.

954) Ibid., p.5.

955) Thomas D. Grant, “The Security Council and Iraq: An Incremental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7, 2003, p.829.

956) Marco Sassòli, supra note 206, p.681; Marten Zwanenburg, supra note 191, p.767.

957) Thomas D. Grant, supra note 955, p.824. 同旨 Gregory H. Fox, supra note 11,

p.259.

958) Thomas D. Grant, supra note 955, p.829.

959) 이라크 점령 가능성을 바탕으로 영국 외무성 법률고문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제

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전후 재건이 국제법상 점령국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를 채택

함으로써 연합국에게 필요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Legal Adviser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o Occupy and Administer Iraq after a Conflict”(31 January

2003), in Stefan Talmon, supra note 5, p.1363. 2003년 3월 영국 법무장관 Goldsmith

가 Blair 총리에게 전달한 비밀문서에서도 연합국이 광범위한 개혁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점령법에 구속되므로 광범위한 개혁 및 재건을 허용하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점령의 적법성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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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의 안보리 결의가 ‘명시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 결의가 CPA의 권한을 확장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국제점령법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정지시키고 보다 확대된 변형정책을 허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결국 국가재건을 위한 변형적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유효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및 관련 국제인권법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

는 추가적인 변형적 권한들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할 경우에도

안보리 결의가 점령국에게 사실상 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무제한적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점

령국의 권한은 여전히 국제점령법과 관련 국제인권법 및 안보리 결의상

의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60)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안보리가 헌장 제7장

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점령국에게 보다 광범위한 권

한을 부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국제점령법 체계를 완전

히 대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961) 이라크 점령 당시 안보

리 결의 제1483호가 기존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광범

위한 변형정책을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국제점령법의 유효성을 재차 강

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라 기존 국제점령법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점령국에게 부여된 추가적 권한

은 국제점령법상의 보존주의 원칙은 물론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부여된

자결권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 요구된

였다. Confidential Memorandum by the Attorney General the Rt Hon the Lord

Goldsmith QC Addressed to Prime Minister Tony Blair, “Iraq: Authorisation for an

Interim Administration”(26 March 2003), in Stefan Talmon, supra note 5, p.1365.

960) Legal advice by the UK Attorney General, in Stefan Talmon, supra note 5,

p.1381.

961) 안보리 결의가 기존의 국제점령법 체계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견해로는 Gregory H.

Fox, supra note 488, p.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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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62) 이는 곧 안보리의 역할이 기존 국제점령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입법기능을 통해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적합하게 그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점령법의 내용을 조정하는

기능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963) 이와 같은 기능은 점령국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부분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안보리의 ‘감독기능’은 안보리 결의 제1483호를 채택하

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차례 강조된 바 있었다. 즉, 스페인은 UN의 “중요

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프랑스는 안보리가 이라크 상황에 대한 “긴밀한

개입을 지속해야 할 것”임을, 파키스탄은 UN의 “감독기능”(oversight

functions)을 통한 지속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던 것이다.964) 실로 변형적

점령에 있어 안보리의 개입은 점령국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히 국

제점령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권한

의 범위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점령국에 의한 남용을 억

제하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965)

안보리의 이와 같은 역할은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

하다. 다만,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는 안보리의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이라크 점령으로 대표

되는 ‘변형적 점령’에 있어서는 안보리가 ‘국제점령법’을 기본적인 규범체

계로 유지하면서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조정 역할’을 제공하였던 것과

달리,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 안보리는 일차적으로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승인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범체계를 직접적으로 설정해주었

던 것이다. 안보리 결의 제1483호가 변형적 점령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과

962) 同旨 Eyal Benvenisti, supra note 457, pp.35-38.

963) 同旨 Thomas D. Grant, “Iraq: How to Reconcile Conflicting Obligations of Occupation

and Reform”,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sights, Vol.8, Issue 13, 2003.

<https://www.asil.org/insights/volume/8/issue/13/security-council-resolution-1483-

rebuilding-iraq> (최종검색일 2017.12.18.).

964) UN Doc. S/PV/4761 (22 May 2003), pp.4, 6, 11.

965) Rüdiger Wolfrum, supra note 415,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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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국제적 영토관리와 관련된 결의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방식을 취한 것도 ‘국제점령법’ 체계와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것

이었다.966)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점령법 체계의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점령국에게 확대된 권한을 부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점령국에게 보다 확대된 의무를 부과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사실이다. 즉, 1949년 제네바 제4

협약의 채택이나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점령국의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가 수반되었으나, 그 목적은 애당초 점령국에게 적

극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점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점령국

의 의무가 확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 역시 추가적으로 부여된 점을

두고, 점령국의 권한 확대 경향을 수용 내지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제점

령법 체계가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

에 기초할 경우, 국제점령법의 변화에 따라 수반된 점령국의 권한은 그

본연의 목적인 점령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66)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안보리의 보다 확대된 조정․감독기능에 주목하여 개별 국

가에 의한 ‘변형적 점령’ 방식보다 ‘국제적 영토관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의 요지는 전통적인 ‘국제점령법’ 체계는 기존

의 틀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하고,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국제적 영

토관리’ 기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David J. Scheffer, supra note 15, pp.843, 859;

Melissa Patterson, supra note 22, p.469. 그러나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현실적 여건상

국제적 영토관리체제가 수립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변형적 점령’

기제가 여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점령 당시에도 UN의 과

도통치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국의 공공연한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ffice of the US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What the UN Should and Should not Do”,

in Stefan Talmon, supra note 5, p.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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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지금까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던 국제점령법

체계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과 국제인권법 및 UN헌장 제7장에 기초

한 안보리 결의를 통해 그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라 점령

국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 실행을 통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점령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

와 같은 규범체계의 근본목적과 존재이유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특히 국

제점령법이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체계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의 고찰을 행하였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점령’은 당해 영토에 대한 주권을 배제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권원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

였다. 전쟁의 억제와 방지를 위하여 정전론이 정치하게 전개되었던 중세

에 이르기까지도 점령은 ‘정복’(conquest)이나 ‘착취’(exploitation)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통치권(imperium)과 영유권

(dominium)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영토는 군주의 사유재산과 동

일시되었다. 따라서 점령을 통한 주권의 이양에는 당해 영토나 그 국가의

공용재산은 물론 일체의 사유재산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

르러 세력균형의 원칙, 인도주의 사상, 근대적 군사조직의 발전, 민족국가

의 출현 등을 비롯한 정치적․사상적 변화요소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면

서 정복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전통적 점령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점령지

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 관념에 기초한 점령개념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① 점령의 일시성, ② 단순 점령을 통한 주권양도불가

원칙, ③ 점령지역의 현상유지에 기초한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원칙으로 간주되었다.

당초 국제점령법이 최초로 성문화되었던 19세기의 사상적 경향은 자

유방임주의에 기초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성격 역시 제한전의 성

격을 띠었으므로 점령국은 안보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점령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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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제

43조의 보존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

하고 있었다. 즉, 점령국에게는 ‘military necessity’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상 점령지역의 현행법을 존중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차

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성격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변화되고 복지

국가의 출현으로 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면서, 민간주민들의 생존에 대

한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령국에게도 확대된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채택되면서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적극적 의무들이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

라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점령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점령

국에게는 현지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보다 확대된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와 같은 변화에 따라 오늘날 국제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기존의 국제인도

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

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점령법의 외

연 확대는 궁극적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

으므로, 국제점령법의 변화는 곧 점령국에 대한 의무의 확대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가속화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의 증가와 이른바

비정규전 내지 비대칭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의 출현은 점령국들이

국제점령법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데 있어 유용한 구실을 제공하였다. 더

욱이 196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2003년의 이라크 점령은 기존의 국제점령법 체계가 여전히 점령

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적 틀로서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

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같은 ‘장기적

점령’(prolonged occupation) 양상은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으며, 2003년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출현한 ‘변형적 점령’

(transformative occupation) 양상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을 이루는 보존주

의 원칙이 더 이상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실행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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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적 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뿐

만 아니라, UN과 같이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는 점령지가 아

니라거나 국제점령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국제기구에 의한 점

령을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과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

은 ‘국제적 영토관리’(ITA)에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점령상태의 존재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실의 문제로

서 점령국에 의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확립되면 족하다는

점에서, 개별 점령국들이 아무리 그 지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국제점령

법의 실효성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물론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

령은 물론 국제적 영토관리와 같은 최근의 점령양상이 1907년 헤이그 육

전규칙 입안당시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의

실효적 지배 기준이 충족되는 이상, 점령국은 여전히 국제점령법에 구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기준

이 충족되면 국제기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가 소재국의 명시적이고 유

효한 동의 아래 과도체제를 수립할 경우 그 과도통치기구의 직접적 권한

은 국제점령법이 아니라 소재국의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체결된 협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국제점령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국제점령법은 여

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점령법은

관련 협정과 안보리 결의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

여 사실상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채택을 통해 국제점령법은 이미 상당

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국제점령법 체계의 변화과정에서 점령국에게 부

과된 의무의 변화 양상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을 둘러싼 세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점령국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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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엄격한 한계를 부여하였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는 달리, 1949

년 제네바 제4협약은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보다 적극적인 의무

들을 부과하면서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국

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점령국에게 부과된 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일정한 경우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

적인 조치들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게 되었다. 점령국에게 특별한 권한의

설정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

의가 국제점령법의 내용을 조정하고 점령국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국제점령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대

한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 점령국에게 부과된 의무의 변화 양상

다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대를 통

해 이루어진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주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점령

국에게 확대된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된 결과인

것이지, 애당초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점령국들이 그 지위를 부

인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면서도 그 권한확대를 정당화하려

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점령법은 그

외연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령국에게 보다 확대된 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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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점

령국의 권한 확대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과 국제인권법,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실로 변형적 점령을 통한 국제점령법의 ‘변형’은 이라크 점령과 같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국제적 영토관리체제가 수립되지 못하는 ‘예

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의 국가실행에 비추어볼

때, 안보리 결의를 통한 국제적 영토관리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

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개별적인’(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여 왔

다. 이 점에 있어서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점령국의 의무와 그에 따른 추가

적 권한의 설정은 상당히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

회에서의 새로운 실행을 통해 [그림 1]의 점선이 장차 어떻게 실선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와 달리, 장기적 점령 양상은 사실 새롭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이 단기간의 점령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강화조약의 체결 내지 ‘복

속’(debellatio)을 통해 승전국으로 권원의 이양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점령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점령

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헌장의

채택과 자결원칙의 확립으로 더 이상 승전국으로의 권원의 이전은 불가

능하게 되었다. 점령의 장기화는 결국 권원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국

제법의 변화된 현실 속에서 점령국이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할 때, 점

령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변형적 점령이나 국제적 영토관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점령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및 국제인권법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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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19th century, 'occupation' made it possible to immediately

acquire all the titles of the region by excluding the sovereignty of the

territory. Until the medieval period in which ‘just war doctrine’ was

deployed in politics for the suppression and prevention of war, occupation

was synonymous with 'conquest' or 'exploitation'. Especially in the

Middle Ages, the ‘imperium’ and ‘dominium’ were not distinguished, and

the territory of the state was identified with the monarch's private

property. Thus, the transfer of sovereignty through occupation included

not only the territory and the public property of the country, but also

all private property. However, as political and ideological changes such

as the 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humanitarian ideology, the

development of modern military organizations, and emergence of nation

states, etc. appeared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oncept of traditional

occupation in the same sense as conquest gradually disappeared, and

the concept of occupation based on the idea of 'temporary control' on

the occupied territories became firmly established. Thus, ① temp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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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ccupation, ② the principle of the inalienability of sovereignty through

sheer force, and ③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based on preservation

of status quo ante in the territory were regarded as cor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As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was originally codified, was not only

based on ‘laissez-faire’, but also because the nature of the war was

limited, the occupying power had no reason to intervene in the daily

life of the occupied territory unless it was for security reasons. Therefore,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set strict limits on the powers of the

occupant on the basis of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of Article 43. In

other words, the occupying power was required to respect the existing

laws of the occupied territories unless there is a military necessity.

However, through the two world wars, as the nature of the war changed

into the total war,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expanded with

the emergence of a welfare state, it became inevitable to impose expanded

obligations on the occupying power to cope with the imminent threat

of the survival of the civilian population. As a result, the adoption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of 1949 imposed positive obligations on

the occupying power based on its obligation of conduct. In addition, as

the scop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panded to occupied territory,

the occupying power was given more expanded obligations to protect

occupied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today extends beyond the real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encompass a multitude of norms belonging to different legal

regimes within international law, which includes human rights law or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n some cases,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as

such ultimately was inten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occu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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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was aimed

at expanding the obligation to the occupying power.

However, the rise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at accelerated

after the Cold War and the emergence of a new war pattern of so‐called

irregular or asymmetric warfare provided occupying power with a useful

excuse for denying the binding power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Moreover, Israel's occupation in Palestine, which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from 1967 to the present, and the occupation

of Iraq in 2003 brought a chance to trigger a debate on whether to

provide adequate function as a normative framework that gover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ccupant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The ‘prolonged occupation’ like Israel has become

an excuse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occupant's powers, and the

'transformative occupation' that emerged in 2003 with the occupation

of Iraq is that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which forms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no longer meets the demands of the

times, which was linked to the argument that an alternative legal system

reflecting state practice should be sought. In addition, under the logic

that the territories under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re not occupied territories or are not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as attempts have been made to

distinguish occup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om occupation

by individual countrie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ould be applied to such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ITA).

However, the existence of the occupation is not a matter of law but

merely a matter of fact. No matter how denied the status of occupying

power,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cannot

be denied in that it is enough to establish 'effective control’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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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ing power. Of course, it cannot be denied that recent occupation

patterns, such as prolonged occupation or transformative occup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ITA), have been unusual

circumstances that were not envisioned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Nevertheless, as long as the effective

control test of Article 42 of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are met, the

occupying power should still be seen as being bound by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if such

criteria are me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ould still be

considered to be valid, as far a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whe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s a transitional

authority under the express and effective consent of the host state, the

direct power of the transitional authority will be based no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but on the agreements conclud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relevant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Nevertheless,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s not entirely

excluded. If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o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explicitly,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s still valid. In this case, it is said tha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may provide a de facto guideline

for those parts of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do not provide clear guidance.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Geneva Convention

IV of 1949,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has already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 In other words, unlike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which gave strict limits to the powers of the occupant, Geneva

Convention IV of 1949 extended the exception to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by imposing more aggressive obligations on the occupying power.

Furthermore, as the obligation imposed on the occupying power is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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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extern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ome cases, additional measures not allow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neva Convention IV of 1949 could be justified. In an 'exceptional'

situation where the occupying power requires a special authority to be

set up,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modulate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and provide the function of controlling the actions of the occupying

power to be able to present a flexible solution to the special situation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could not have anticipated.

However,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is

that the expansion of the occupant’s authority through the external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ould be a consequence

of imposing extended obligations on the occupying pow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ts inhabitants, not given as a means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occupant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expansion of the authority is to be

strictly limited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fulfilling the obligations

extended under the Geneva Convention IV of 1949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keywords :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conservationist principle,

prolonged occupat ion , transformat ive occupat ion ,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ITA),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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