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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戰爭과 戰時國際法의 適用實態
任     德     圭*

Ⅰ. 序   論

서기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광복후 신

생 대한민국이 경험한 최대의 시련이요, 좌우 이념의 뜨거운 대결장이자 동족 상쟁

으로 불리우는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1)이 발발한지 50주년이 되는 해

이다. 휴전 후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부

분이 너무 많다.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쟁의 기원 부분과 수행과정에 치

우쳐 왔고, 그 수행과정과 관련된 본격적인 국제법적 분석은 황무지 상태나 다름없

는 실정이다.2)

6․25전쟁은 한국군과 UN군이 북한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침략을 저지한 국제

법상 특이한 전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정권에 의한 

불법 남침이 있자 미국의 요청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그리하

여 동년 6월 2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를 비롯하여 6월 27일 및 7월 7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인정하고, UN의 강제행동을 전개함

에 있어서 필요한 UN군의 편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UN군이 한반도 분쟁

에 개입하고 타방을 평화의 파괴자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6․25전쟁은 처음부터 그 

전쟁의 성격에 있어서 독특성을 지니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6․25전쟁

은 전쟁법상 단순한 교전법규(jus in bello)문제 이상의 전쟁방지법(jus ad bellum)

상 문제가 교차되면서 진행됨으로 인해 6․25전쟁은 1950년대 이후의 다른 전쟁과 

달리 다수의 전시법규위반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것은 공산측이 6․25전쟁의 법

* 陸軍士官學校 敎授

1) 논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6․25전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국방부는 70년 7월 

전사편찬위원회규정에서 ‘한국전쟁’으로 표기한 이후, 국방군사연구소 편찬자료 및 국

방백서 등에서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논자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선호

하나,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도 한반도 역대전쟁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명칭

으로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2) 程土雄, “韓國戰爭 硏究方法에 관한 考察”, 戰史誌  第1號 別冊(서울: 國防軍史硏究所, 

1999),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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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내란으로 보고 전시국제법규의 준수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6․25와 전시국제법의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 

상기 논의에서 본 바대로 동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6․25전쟁의 법적 성

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교전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면 그에 

따라 전쟁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6․25전쟁의 법적 성

격의 문제는 본고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만 간

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Ⅱ. 6․25戰爭과 戰時國際法의 適用理論

1. 6․25戰爭의 法的 性格과 戰時國際法의 適用

(1) 6․25戰爭의 法的 性格과 交戰者의 地位

국제법상 교전자의 지위여부는 국제법의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

한 논점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쟁의 법적 성격 여부와 표리

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6․25전쟁 교전자의 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는 전

술한 바대로 6․25전쟁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의 법적 성격을 논함에 앞서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6․25전

쟁’이라는 용어외에도 ‘6․25동란’, ‘6․25사변’, ‘한국전쟁’, ‘한국동란’, ‘한국사변’ 혹

은 단순히 ‘6․25’라고 부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념성이 강조된 ‘조국해방전쟁’, 미

국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사변’(Korean conflict)3), 일본에서는 식민지 사

고방식에서 ‘조선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명칭의 사용은 한국전쟁

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국제법학계는 6․25전쟁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단편적이지만 여

러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6․25전쟁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입장을 간단히 정

리해 보면 대체로 다섯가지 학설로 대별되고 있다. 첫째 UN의 제재행위라고 보는 

경찰행동설, 둘째 내전설, 셋째 전쟁설, 넷째 초기내란‧후기전쟁설, 다섯째 UN적 

제재성을 지닌 사실상의 전쟁설 등이 그것이다. 상기 주장 가운데 공산진 은 6․

25전쟁에 대한 UN군의 개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내전설을 취하고 

있으며, 자유진 은 그들의 군사행동을 UN결의에 의한 경찰행동으로써 정당화한다. 

오늘날 전쟁이 금지되어 있는 UN체제 하에서 당연히 전쟁을 인정하는 것은 모

순되는 것 같으나, 일반국제법상 분명한 전쟁상태를 비전쟁(非戰爭)으로 취급하는 

3)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溫暢一, “美國의 

對韓 安保介入의 基本態勢(1945-1953)”, 韓國政治學會論叢  第25輯(1985),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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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적어도 국제법상 이론면에서 볼 때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념적 

이유로 사실상의 전쟁을 내전이라고 보는 것도 억지일 뿐이다. 한편, 초기내란‧후기

전쟁설도 형식논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6․25 이전의 북한의 법적 지위

는, 국내법적 관점에서 볼 때, ‘반도단체’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 내의 유일

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6․25 이전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도단체이기 때문에 교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고의 결론이다. 6․25 이전의 북한의 법적 지위는 전술한 바대로 국내법상으로는 

분명히 전쟁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반도단체 다. 그러나 국내법상의 관점과 국

제법상의 관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은 없다. 한 국가가 전

쟁상태의 존부를 자유로이 인정하고 이에 입각한 국내입법을 적절히 행할 수 있음

은 현 국제법상의 제도이며, 이것을 금지하는 여하한 국제법규도 없다.4) 따라서 

6․25 이전의 국내법상 북한의 지위는 명백히 반도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교전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반도단체 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분단과정을 통해서 볼 때 38도선의 설정 자체부터가 

당시 국제강국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남북한에 대한 자유진  및 공산위

성국들의 승인, 6․25 이전 당시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태

도5), 6․25 이전 38도선상에서 발생한 양측간의 군사충돌의 처리 결과6), 한국군 당

국이 6․25 이전 38도선상의 충돌사건을 국내의 반란사건과는 다르게 포획된 자를 

공비가 아닌 포로로 간주한 사실7), 또한 6․25전쟁 발발시 나온 UN 안보리의 제

4) 李漢基, 國際法學(下)(서울: 博英社, 1961), p. 244.

5)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3주일 전에 북한은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남한에 잡

혀 있는 김삼룡, 이주하와 북한의 조만식과 서로 교환제의를 하 고,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조건부 수락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韓國政治年表: 

1945-1984(1984), p. 64.

6) 6․25 이전 38도선상에서 발생한 양측간의 군사충돌의 처리결과를 보면, 동사건들을 

국제문제로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군당국 및 정부측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49년 1월 이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도선의 경비임무를 인수한 이후 

남북 양측에 충돌사건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남침 직전까지 북한은 침공 및 

불법사격을 874회에 걸쳐 야기하 다(國防部, 韓國戰爭史, 제1권[1967], pp. 506-507). 

그 중 주목할만한 몇개의 사건을 보면, 1949년 2월 하순 基土門里포격사건 및 1949년 

7월 3일 裵陽돌입사건이 발생하 을 때 미군사고문단측은 북한과의 충돌을 국제문제로 

주장하 으며, 우리 군당국은 미군사고문단측의 이러한 요구를 인정하 다(Ibid., pp. 

535-537). 또 우리 해군함정의 夢金浦奇襲作戰에 대해 주한미대사 무치오가 포츠담협정 

위반사항으로 항의하 을 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책임관을 문책하

다(Ibid., pp. 572-573).

7) Ibid., pp. 538-539; 이러한 사실은 당시 38선상에 배치되어 근무했던 군간부들의 기록

과도 일치한다. 즉, 당시 군지휘관들의 기록에 의하면, 6․25 이전 38선상에 경계근무

시 필요하고 꼭 준수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①경계근무, ②교전규칙의 준수, ③심리전대

책 등을 들고 있다. 車圭憲, 戰鬪(서울: 병학사, 1985), p. 28; 陸本情報參謀部 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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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등을 볼 때 6․25전쟁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북한의 지위는 단순한 반도

단체가 아닌 사실상 교전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확립된” 반도단체8)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6․25전쟁의 법적 성격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9)

상기 관점에서 볼 때 6․25전쟁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교전자로서의 국제법상 지

위가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초기 북한의 사실상 “확립된” 반도단체의 

지위는 남북한간의 적대행위가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교전단체로 묵시적으로 승인

되어10)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쟁으로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따라서 6․25전

쟁은 대한민국과 북한 및 중공간의 전쟁이며, UN 참전제국과 북한 및 중공과의 전

쟁이다.11) 따라서 6․25전쟁의 모든 당사국은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모든 적대행위에는 전시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2) 6․25戰爭의 性格과 戰時國際法의 適用

6․25의 성격이 “전쟁”이라고 남북한이 공히 처음부터 인정하고 적대행위가 이루

어졌다고 하면 전쟁법이 처음부터 적용되면서 전쟁법은 보다 더 잘 준수되었을 것

으로 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6․25의 성격을 부당하게 내

전으로 보고 적대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전시국제법 준수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개전 초기 북한과 중공은 6․25가 내전이므로 제3국과 UN이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는 입장을 취하 고, 특히 중공은 이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지

원군”으로 위장해 이 전쟁에 개입하 다. 반면 UN측의 참전국가들은 당시의 무력

충돌은 일반국제법상의 전쟁이 아니며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UN이 취한 강제조치, 

즉 국제적인 경찰행동이었다고 주장하 다.12)

‘共匪沿革’(1971)에서도 38도선 분쟁사건은 취급을 않고 있으며,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에서 발간한 ‘韓國戰爭史’의 내용구성도 반란사건과 38도선 충돌사건을 명백히 구분하

고 있다. 

8) 본고에서 6․25 이전의 북한의 지위를 사실상 “확립된” 반도단체로 거론한 이유는 북

한의 지위가 6․25전쟁 이전에도 전시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향유하

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는 6․25 전후를 막론하고 6․25전쟁 관련 당사국들은 모두가 아무 차이없이 동 법이 

적용 및 준수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인 것이다. 

9) 任德圭, “韓國戰爭의 法的 性格”, 國際法學會論叢 第33卷 第2號(1988), pp. 127-130; 李

漢基, “韓國休戰協定의 諸問題”, 國際法學會論叢 第3號(1958), p. 79.

10)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New York: Rinehart, 1954), p. 

230;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Oxford: 

Clarendon, 1963), p. 380; Joseph L. Kunz, “Legality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and 27, 1950”, 45 A.J.I.L.(1950), p. 139.

11) 李漢基, supra  note 9, p. 79.

12)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New York: Praeger, 1966), p. 53.



제41권 2호 (2000) 6․25戰爭과 戰時國際法의 適用實態 189

전통국제법에 따르면 일국은 타국의 내란시 그 반란측을 지원할 수 없다. 이 원

칙은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으나, 1950년 이후 외부의 전복활동

이 있을 때 합법정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타국이 내전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13) 더우기 상술한 6․25전쟁의 법적 성격

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나 중공 및 소련의 내전이라는 주장14)은 이념적이며 상투

적인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전통국제법상 내전은 일반적으로 국내문제이며, 본래 국가간의 전쟁에 적용되는 

교전법규는 내전의 경우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합법정부로서는 설사 외국이 

반란측을 교전단체로서 승인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교전단체승인을 하지 않는 한 반

란측과의 교전에서 교전법규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반란측을 국내법상 범죄자로서 

극형에 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오직 합법정부가 반란측을 교전단체로 승인하 을 

경우에 한하여 내전은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취급되어 교전법규가 적용되는 것이었

다.15) 따라서 교전 당사국간에 무력충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시

국제법의 적용과 실행은 큰 차이를 갖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월남에서의 적대행위는 주요 교전당사자 간에 현저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입장은 월남방위에 있어서 미국 참전의 적법성이었다. 미국

은 1954년 휴전협정이 월남과 월맹간의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경계설정을 

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월맹이 베트콩을 지원하는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고자 침

투하는 것은 국제법과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월남에 대한 무력공격의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국제법과 UN헌장 제51조에 따라 월맹에 있는 

기지폭격을 포함하여 무력공격에 대한 집단자위권의 요구로 월남을 원조하는 것으

로 적법시하 다. 반면에 월맹은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하여 민족자결의 원리에 의

해 정당화하고자 하 다.16) 이와같은 현상은 1950년 한국의 6․25전쟁에서도 유사

하게 일어났던 것이다.17) 

상기와 같은 적대행위 당사국간의 전쟁의 성격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전시국제

13)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6th ed.(London: 

Allen and Unwin, 1987), pp. 287-288.

14) 1958년 8월 3일 소련대표는 안보리 제 482차 회의에서 “남북한간의 전쟁에 관한 그것

은 내란이며, 따라서 침략이란 정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두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상이한 두개의 권위하에 분리된 한 국민간의 두 부분간 전쟁이다. 한국에

서의 분쟁은 국내적 분쟁이다”고 주장하 다.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75.

15) 陸軍士官學校, 軍事法原論(서울: 日新社, 2000), p. 684.

16) Quincy Wright, “Legal Aspects of the Vietnam Situation,” 60 A.J.I.L.(1966), pp. 

750-752.

17) Ibid., p.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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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에 대한 태도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전시국제법이 잘 준수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즉, 한국 및 월남에서의 전쟁기간 중, 그 분쟁이 국내적인 것인가

(내란, 공산측 견해) 또는 국제적 분쟁이거나 전쟁인가(월남전에서 미국의 견해, 한

국의 6․25전쟁에서 한국 및 UN 참전국들의 견해)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적 합의가 

결여됨으로 인하여 전시국제법이 잘 준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적대행위 당

사국간의 합의가 있었던 중동분쟁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었다.18)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보듯이 전시국제법의 준수가 양 교전 당사국간에 큰 차이를 가지게 

되어19) 6․25전쟁 중 공산측의 수많은 전시국제법규 위반행위를 목도하게 되는 것

이다. 

2. 6․25戰爭과 戰時國際法의 適用範圍

6․25전쟁에서 적용될 전시국제법에는 국제관습법뿐만 아니라 국제조약까지 모

두 포함된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조약에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며, 국제조약은 그 조약이 국제관습법화되지 않는 한 체결당사국만을 구속한다.

(1) 戰爭開始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전쟁개시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체

약국은 이유를 붙인 선전포고 또는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통첩의 형식으로 

형식적인 사전경고 없이는 상호간에 적대행위를 개시하지 못함을 승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의 관행들을 보면 선전포고 없이 적대행위를 개시한 많은 

예들이 있다. 특히 1945년 이후에 와서는 많은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이 이 협약의 

적용가능성을 부인하기에 이르 다.20) 그렇다고해서 동 협약이 완전히 사문화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미육군이 발간한 육전법교범(The Law of Land Warfare)은 

동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더구나 Nuremberg 국제군사재판에

서는 상기 관점에서 독일의 주요전범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동 협약에 대한 위

반혐의를 포함하고 있다.21) 또한 구소련 외무성은 1955년 3월 7일 외교각서에서 동 

협약의 비준을 선언하 고, 백러시아도 1962년 7월 4일 유사한 선언을 하 다.22)

18) Ibid., p. 750; U.S.A. Air Force, International Law ― The Conduct of Armed 

Conflict and Air Operations(AFT 110-31)(1976), pp. 1-16, at note 40.

19) Morris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p. 25.

20) J. 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London: Butterworths, 1984), 

p. 495.

21) G. von Glahn,  Law Among Nation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1), p.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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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반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 협약을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일응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력충돌의 현대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동 협약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협약에 규정

된 총가입조항 때문에 교전국 중 한 국가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있

으면 동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 협약의 목적은 전쟁개시의 절차를 신중히 하고 억제함과 동시에 개전

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적용법규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전시국제법의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착안하면 동 협약의 취지는 UN의 목적(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합치되는 것

이다. 따라서 UN의 결정이나 권고하에서 가맹국이 강제행동으로 나갈 때 전쟁선포 

자체는 침략자를 응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오늘날도 여전히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동 협약이 단순히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만 아니라, UN의 법적 제재조치와 더불어 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오늘날은 사실상 전쟁개시가 UN의 법적 제재조치로서 수행되어 질 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1907년의 헤이그 협약 그 자체만으로

서는 그 적용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전쟁개시에 관한 법적 규제는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교전법규(jus in bello)는 아

니고 전쟁방지법(jus ad bellum)의 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

에서 6․25전쟁의 전시국제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다루는 것은 6․25전쟁의 성

격이 두가지 법적 규제(jus ad bellum과 jus in bello)의 교차 속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 전시국제법의 준수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6․25전쟁은 UN이라는 국

제기관이 법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서 타방을 평화의 파괴자로 규제한 전쟁이었다.

(2) 陸戰法規

6․25전쟁 당시 직접 유효하게 적용된 전시국제법의 대부분은 육전법규에 속하

는 것이었다. 주요 적용대상으로는 1907년의 “헤이그 협약”과 1949년의 “제네바 협

약”이라고 볼 수 있다.

1) 국제관습법으로서 헤이그 협약

1946년 Nuremberg 국제군사재판소는 헤이그 협약에 관해 “‧‧‧이 협약에 규정된 

이들 제규칙은 1939년까지 모든 문명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는 전쟁법과 관습

의 선언으로 간주된다”고23) 판시했으며, 이와 같은 입장은 1948년 동경 국제군사재

판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24) 이와 같은 이유에서 Nuremberg 국제군사재판

22) D. Schindler, The Laws of Armed Conflicts, 3rd ed.(Geneva: Henry Dunant Institute, 

1988), p. 61, at note 1.

23)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46),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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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비록 체코슬로바키아가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의 체결당사자가 아니었으나 동 

조약은 그 나라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 다.25) 헤이그 협약이 국제관습법이

라는 판례는 German High Command Trial에서도 “1907년의 헤이그 규칙과 1929

년의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실질적으로 세계 문명 제국에 의해 수락된 국제

법의 표현이다”는 입장이 취해졌다.26) 

미군의 “육전법”은 “헤이그 제4협약은 전쟁관습의 선언으로 모든 국가가 당사자이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7), 국군의 “육전법”에도 “헤이그 규칙과 육전의 관습규칙

은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어떤 무력충돌에도 적용될 수 있다”28)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헤이그 전쟁법 특히 “육전규칙”이 국제관습법이라는 주장은 다수의 국

제법학자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29)

따라서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당사자들은 헤이그 협약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UN군도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는가하

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인도주의라는 전쟁법의 근본원리로 볼 때 UN군의 

활동에 전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30) UN군도 전쟁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다수의 국제법학자에 의해 긍정되고 있다.31)

2) 1949년의 제네바 협약

1949년 제네바 협약은 1907년의 헤이그 협약과 달리 6․25전쟁 당시 아직 국제

관습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2) 따라서 조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제네바 협약에 대해 그대로 타당하게 된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남북한은 모두 제네바 협

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UN이나 UN군사령부도 모두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24) United Nations War Crime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War Criminals, Vol. 

15(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49), p. 13.

25)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The Manual of Military Law, part Ⅲ, The Law of 

War on Land(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58), p. 4, para. 6.

26) United Nations War Crime Commission,  supra  note 24, Vol. 20, pp. 86-87.

2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The Law of Land Warfare(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6), p. 6, para. 6.

28)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supra  note 25, p. 5, para. 7.

29) 金明基, “國際人道法上 非轉向 出所者의 捕虜地位 檢討”, 人道法論叢  第15號(1995), p. 

38, note 27.

30) 陸軍士官學校, supra  note 15, p. 682.

31) 金明基, supra  note 29, p. 39.

32) 오늘날 동 협약은 국제관습법을 확인‧선언한 것, 또는 그 주요내용이 이미 국제관습법

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 Yoram Dinstein, “Prisoners of War”,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Amsterdam‧New York: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2),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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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물론 국가간에 체결된 전시국제법이 UN군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모두가 국가인 체결당사자에 의해 채택되고 동 

협약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 “Power”의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또 각 협약 제2조 

제3항에 동 협약의 당사자를 “State”로 표시하지 않고 “Power”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 이외의 충돌당사자도 동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3)

이와같이 1949년 제네바 협약이 6․25전쟁 당사국들에게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

었으나, 제네바 협약의 비당사국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동 협약이 적용될 수 있었

다. 즉 제네바 협약의 비당사국일지라도 동 협약에 기속되고자하는 자발적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 국가가 제네

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6․25전쟁 당시 쌍방 교전당사국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7월 4일 

맥아더 UN군사령관은 체포된 북한군을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

언하 다.34) 위 선언에 대해 1950년 7월 13일 북한 외무성은 UN 사무총장에게 이

를 수락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35) 중공도 1952년 7월 16일에 동 협약의 준수를 선

언하 다.36) 따라서 6․25전쟁 모든 당사국들은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적용된 협약이 제네바 제3협약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으나, 제네

바 제협약(諸協約)을 모두 포함하는지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37) 이에 

관해서는 제네바 협약의 적용실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海戰法規

6․25전쟁 당시 주요 해전법규로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1856년의 “해

상법에 관한 파리선언”38), 1907년의 헤이그 제6협약인 “개전시의 적상선의 취급에 

33) 金明基, supra  note 29, p. 40.

34)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supra  note 25, p. 127, para. 428; UN군사령관은 특정

의 조약이나 협정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인도주의원칙에 따른 대우만을 언급하 다. 

여기서 인도주의원칙이라 함은 주로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35) Ibid.

36) H. Lauterpacht, “The Limits of the Operation of the Law of War”,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1953), p. 223, at note 1.

37)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이 6․25전쟁 중 어느 범위까지 쌍방에 적용되었는가에 관해서

는 쌍방의 선언을 형식적으로 고려할 때 크게 세가지 견해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제네바 제3협약만이 적용되었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제네바 4개 협약이 모두 적용되었

다는 견해이다. 셋째는 제네바 제3협약과 다른 3개 제네바 협약 규정 중 이미 관습법

화된 부분만이 적용되었다는 견해이다. 

38) N. Ronzitti(ed.), The Law of Naval Warfare(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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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약”39)과 헤이그 제7협약인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일에 관한 협약”40) 

등이 있으며, 기타 헤이그 제8‧9‧10‧11‧13협약 등은 1907년 체결되었으나 그 관습법

적 효력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1909년의 “런던선언”과 1936년의 

“런던의정서”에 관해서도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으나41), “런던

선언”은 비준되지 못하고 제1차대전 중 수개의 교전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뿐이다. 

또한 “런던의정서”의 규정도 제2차 대전 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와 부상자 및 조난자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2협약은 해전법규에 관한 중요한 다자조약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6․25전쟁 중에 양 당사국은 상기 해전법규 가운데 관습국제법에 관하

여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1949년 제네바 제2협약도 육전법규와 마찬가지로 당

사국 상호간의 선언에 포함되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적용되게 된다. 

(4) 空戰法規

공전법규는 아직도 전쟁법규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전만

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다자조약은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

상에서의 적대행위를 규율해온 법규를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그 

동안 공전법규의 보완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헤이그에서 법률가

위원회가 기초한 1923년의 공전법규초안은 비록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조약으로 

비준된 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저명한 법학자들이 성안하 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국제관습법으로 효력을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42)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공전에 관한 규제는 사실상 무법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다. 2차 대전 중에는 시가지와 기타 민간활동의 중심지는 광범위한 공중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 폭발물과 소이탄은 유인비행기 및 무인미사일에 의해 밤낮

으로 날아 왔다. 폭격의 결과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의 전통적 군사목표물과 

민간 거주 및 활동지역은 모두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Nuremberg 국제군사재판소에

서도 무차별 공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43) 양측에서 모두 너무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공중폭격을 했었기 때문에 Nuremberg 및 동경 국제군사재판

에서 이 문제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44) 

39) Ibid., p. 102.

40) 체결당사국간에는 이견이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Ibid., p. 122.

41) Ibid., pp. 1, 269-270, 360.

42) U.S.A. Air Force, supra  note 18, pp. 5-3.

43) Ibid.,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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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대로 공전만을 규제로 하는 범세계적인 다자조약이 없는 것은 사실이

나, 육전법규에서 무차별공격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 한도내에서 규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6․25전쟁 중 적용될 공전에 관한 규제는 육전법규의 

규율에 유추해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일반국제법에 따라 오직 군사목표물

에만 공중폭격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방수지역(undefended places) 의 공중폭격은 

금지되었다.45)

(5) 中立法規

중립법규는 해전에 관한 1856년의 파리선언, 1907년의 헤이그 제5협약(육전에 있

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 및 동 제13협약(해전에 있어서 

중립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 등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에도 관계되는 조항이 있으나 그 대부분이 국제관습법이라고 보고 있다.46)

그러나 2차대전 당시 교전쌍방 모두 중립국의 제권리를 대규모로 침범하 다. 예

컨대,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은 그들의 중립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하 으며, 스위스의 공 또한 교전쌍방으로부터 침입을 받았다. 

그리고 중립국의 수내에서 적선박을 공격‧침몰 또는 나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

다. 특히 미국은 진주만 피습으로 인하여 연합국측에 가담하기 전에도 스스로를 비

교전국이라 칭하고 연합국에 대한 원조를 주저하지 않았다.47) 

더욱이 중립법규는 UN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그 존립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

었다. UN 헌장의 관련 규정들을 볼 때, 오늘날 UN체제하에서 종래의 교전국 쌍방

에 대한 공평과 무원조를 원칙으로 하는 중립이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립법규의 종말을 언급하는 견해도 나오게 되었다.48) 그러

나 UN 설립 후 체결된 주요한 입법조약들이 여전히 중립을 법적 지위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49) 이는 중립개념의 효용성이 잔존하고 있음을 입

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UN체제하에서도 안보리의 강제조치가 결정되지 않는 

무력충돌에 관한 한 가맹국의 중립은 가능한 것이다. 특히 중립국의 개념은 1953년

의 6․25전쟁의 휴전협정에도 언급되고 있다.

44) Telford Taylor, Nuremberg and Vietnam(Chicago: Quadrangle Books, 1970), p. 89.

45) Richard B. Lillich and John Norton Moore(ed.), Reading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Naval War College Review(1947-1977), Vol. 62(Newport: Naval War College, 

1980), p. 217.

46) G. von Glahn, supra  note 21 pp. 727 & 731.

47) 金楨鍵, 國際法(서울: 博英社, 1987), p. 741.

48) Charles G. Fenwick, International Law(New York: Appleton-Century, 1943), p. 621.

49) 예컨대, 1949년의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조약” 제 11조 및 “포로대우에 관한 제

네바 협약” 제 11조 등에서 중립국의 개념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196 任     德     圭 서울대학교 法學

Ⅲ. 6․25戰爭과 戰時國際法의 適用實態

1. 戰爭開始

UN 및 한국에 파병한 UN 참전 제국은 북한과 중공에 대하여 ｢전쟁선언｣(1907

년의 전쟁개시에 관한 협약 )을 행하지 않았다. 물론 한국과 북한은 동 협약에 가

입하지도 않았다. 동 협약은 총가입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전국 중의 일국이

라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총가입국의 상호간에도 동 협약

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개시에 관한 전시국제법의 적용을 논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과 관련된 ‘전쟁개시’의 문제는 일반국제법상 관점뿐만 아니라, 

UN헌장상 관점에서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이 비록 UN의 비가맹

국으로서 UN의 권외(圈外)에 있었지만 UN의 산물이었으며, 또 동시에 UN군이 

6․25전쟁에 직접 주교전자로 참전하 기 때문이다. 그 결과 6․25전쟁은 단순한 

교전법규(jus in bello)문제 이상의 전쟁방지법(jus ad bellum)상 문제가 교차되면

서 진행되므로 전시국제법의 적용문제에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

에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쳐 동년 8월 1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 12일 제3차 UN 총회의 결의50)에 의해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 있자 미국의 요청으로 당일 소집된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

정하고 북한의 적대행위의 정지와 38선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

다.51) 이 사실은 적어도 북한의 불법적 적대행위의 개시를 확인하는 선언인 것이었

다. 6월 25일의 결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자 6월 27일 안보리는 6월 25일 안보리 결

의(S/1501)를 확인함과 동시에 UN 가맹국이 대한민국 역에서 무력적 공격을 격

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게 될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

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S/1511)를 채택하 다. 이 사실은 6․25전쟁에 대한 UN군 

개입의 적법성의 일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7월 7일 안보리는 6월 

27일의 결의(S/1511)에 의거 제공된 가맹국의 군사적 원조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의 책임하에 “통합사령부”의 설립과 참전국에게 UN기를 사

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S/1588)를 채택하 다. 동 결의 결과로 미국은 맥아더 

장군을 주한 UN군사령관으로 임명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5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Ⅲ) of 12 Dec. 1948.

5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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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UN군의 6․25전쟁 참전은 UN헌장상 적법한 전쟁개시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UN군은 38선 돌파시에도 UN 총회의 결의에 좇아서 북한 진

격을 하 다.52) 반면에 북한은 UN총회의 결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평화의 파괴

자로서 전쟁개시의 불법성이 여실하게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측은 UN군의 개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서 6․25전쟁 기간 중 6․25전쟁을 계속 “내란”행위로 주장하 고, 이러한 주장의 

결과는 결국 6․25전쟁이 국내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시국제법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물론 북한이 대세에 려서 후술하는 바대로 제네

바 협약의 준수를 후에 선언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제스쳐에 불과했고 사실상 무

수한 전시국제법규의 위반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북한뿐만 아니라, 

1950년 10월 16일 중공군의 6․25전쟁의 불법 개입시에도 중공군은 이른바 “중국

인민지원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적대행위를 함으로써 6․25전쟁의 내란적 성격

을 옹호하 다. 그러나 UN 총회는 1951년 1월 20일 중공이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중공군의 한국에서의 철수와 침략자를 원조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하 다.53)

이처럼 6․25전쟁은 UN 헌장적 관점에서 볼 때, 전쟁개시에 관한 한 공산측의 

위법성이 명백하 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측은 내란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전시국제

법의 위반에 적극적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군과의 관계에서 현저하 다.

2. 陸戰法規

(1) 1907년의 헤이그 協約의 適用 宣言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은 국제관습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6․25전쟁 적대행위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었다. 그런데 1950년 전쟁 초기에 맥아더 UN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 바 있다.54) 물론 동 선언은 “선언적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선언에 의해 비로소 헤이그 협약에 구속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적대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병력

에 의해 억류되거나 수중에 들어온 북한의 병력의 인원 기타 북한 인원은 문명제국에 

의해 적용되고 승인된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55)

52) A. Guttman(ed.), Korea: Cold War and Limited War(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1972), pp. 11-13; 1950년 10월 7일 UN총회는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을 채택

하 다.

53)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167-168.

54) 金明基, supra  note 29, pp. 41-43.

55)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supra  note 25, p. 5,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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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언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언급하 기 때문에, 그 인도주

의가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을 말하는 것인지 1929년에 체결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인지, 1949년의 제네바 협약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 후 6․25전쟁 수행 

중 UN군사령관의 제8차 내지 제10차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볼 때, 헤이그 협약

은 물론 1949년의 제네바 협약까지 포함된 것이 확실하다.

1950년 9월 23일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다음 내용을 통보

해 주기를 요구한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 작전 중에 있는 국군은 UN군사령관에 의하여, UN군의 편에 들어온 

포로와 상병자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에 관해 어떠한 구속도 준수할 것이다.”56) 

1950년 11월 UN군사령관은 제8차 보고서에서 체포 전에 전쟁범죄를 범한 포로

는 소추‧처벌된다는 공식적 정책을 표명했으며, 제9차 보고서에서 주한 미8군 사령

부에 “전쟁범죄과”를 설치했다고 보고했다.57) 그리고 제10차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

이 기술하 다.

“모든 포로와 비전투원은 국제법상 요구되고 또한 현대문명에 의해 요청되는 인도

적인 대우를 받는다. ‧‧‧ 이를 UN군사령부는 보장한다.”58)

1951년 7월 5일 UN 안보리의 미국대표로부터 UN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한에 의

하면 UN군사령부의 기능을 다하는 미국은 UN군이 언제나 “헤이그 협약”과 “제네

바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지시하에 있다고 하 다.59) 

한편 북한 및 공산측의 헤이그 협약에 대한 명백한 준수 선언 행위는 없지만, 그

들이 상투적으로 주장한 공중포격에 대한 비난시에 헤이그 협약의 위반을 언급했

다60)는 것은 그들도 헤이그 협약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53년 6․25전쟁의 휴전협정에 서명시에 쌍방당사자는 

헤이그 협약의 위반에 관해 상호책임을 추궁함이 없이 서명하 던 것이다.61) 

(2) 제네바 協約의 適用 宣言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 7월 4일 맥아더 UN군사령관은 체포된 북한군을 인도

56) Ibid.

57) Frits Kalshoven, Belligerent Reprisals(Leyden: A. W. Sijhoff, 1971), p. 295.

58) Ibid.

59) 金明基, supra  note 29, p. 42.

60) D. W. Bowett, supra  note 12, p. 56.

61) Georg Schwarzenberger,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London: Stevens, 

1967),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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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는 헤이그 협약 이외에 제네

바 협약의 준수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위 선언에 대해서 1950년 7월 13일 

북한외상 박헌 도 UN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온 바 있다.

“귀하의 전문에 따라 본인은 조선인민군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제원칙

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62)

또한 중공도 1952년 7월 16일에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승인을 스위스 정부

에 통보하 다.63) 미국은 1952년 7월 23일에는 소련에게 북한과 중공측의 동 협약

(특히 동 협약 제23조, 제72조 및 제126조)의 실질적 준수를 확인하는 알선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 다.64)

이와 같이 6․25전쟁 쌍방당사국들은 제네바 협약에 관해서 상호 준수를 선언하

다. 이러한 6․25전쟁의 경험은 쌍방이 비준하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제네바 협약

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5)

(3) 捕虜待遇에 관한 實態

6․25전쟁 중 육전법규 적용실태에 관한 최대의 증거는 포로대우에 관한 것이었

다. 다른 전시국제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은 증거가 적을 뿐 아니라 입증이 곤란한 

데 비해서 포로에 관한 한 포로 자신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포로의 

인도적 대우는 전쟁법상 인도주의 원칙의 최고의 산물이기 때문에, 포로대우에 관

한 실태는 전시국제법 준수의 척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 6․25전쟁 당시 포로 처리

최초로 포로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20일∼26일간에 

실시된 병상포로의 교환이었다. 이는 1953년 4월 11일에 조인된 “상병포로 교환 협

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동 협정의 체결 및 병상포로의 교환은 “충돌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 때

까지 치료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제109조에 합치

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포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953년 6월 

18일에 한국정부 단독으로 단행한 반공포로의 석방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정부가 

62) Great Britain, supra  note 25, p. 5, para. 7.

63) Jaro Mayda, “The Korean Repatriation Problem and International Law”,  A.J.I.L., pp. 

424-425.

64) Bulletin of Department of State, 27(1952), p. 171; H. Lauterpacht, supra  note 36, p. 

223, at note 1.

65) D. W. Bowett, supra  note 12, p. 519; Schwarzenberger, supra  note 61,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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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관할하에 있던 공산군 포로 중 북한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27,000여명을 

석방한 것이다. 이 문제는 관련된 전시국제법규의 해석론상 포로에게 송환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66)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1953년 7

월 27일 서명‧발효된 휴전협정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문제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이 지니고 있

는 중대한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67) 세번째는 1953년 8월∼9월간에 실시된 송환

희망 포로의 상호교환이었다. 이는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휴전협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1953년 11월∼1954년 2월간에 이루어진 송환거부 포로

의 처리 다. 이들은 1953년 6월 8일에 조인된 바 있는 포로송환(교환)협정에 따라 

송환되었다. 

6․25전쟁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체결된 바로 이듬해에 발발한 전쟁으로서 특

히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 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쌍방교전

자 사이에 치열하고도 긴 논쟁을 불러일으킨 전쟁이었다.68)

2) 미송환 포로의 실태

6․25전쟁 중 전시법규 위반의 초점은 미송환 포로의 문제이다. 1953년 휴전회담

시 UN군측은 이미 전쟁 중 국제적십자사에 보고한 바 있던 북한군 111,754명과 중

공군 20,720명 등 모두 132,474명의 공산군 포로 명단을 내놓았다.69) 반면에 공산군

측은 한국군 포로 7,142명과 UN군 포로 4,417명(미군 3,198명 포함) 등 모두 

11,559명의 명단만 제출하 다.70)

이에 따라 휴전회담에서 UN군측은 정확한 포로 수를 제시하라고 공산측에 촉구

하 다. 북한측은 이에 대해 미군포로는 체질이 약해 병사했거나 미공군의 공중폭

격에 희생되었으며, 한국군 포로는 전선에서 석방했다고 억지를 부리기까지 하

다.71)

6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민경길,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송환문제”, 1997년 
軍事史 學術會議(국방군사연구소, 1997. 6. 10).

67) J. Stone, supra  note 10, p. 680.

68) 휴전협정이 시작된 초기 공산측은 상기의 법규칙들에 대한 해석론상 쌍방은 각자가 억

류 중에 있는 포로들을 전원 예외없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해석의 증

거로서 전쟁포로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규정

한 동 협약 제118조 및 전쟁포로는 자신의 특수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

7조를 원용하 다. 반면에 UN군측은 포로의 강제송환은 제네바 협약의 기초인 인도주

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UN총회는 UN군측 

입장을 지지하면서 “포로의 본국송환을 방해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결의(UN GA Resolution 610-Ⅶ, December 3, 1952)를 채택한 바 

있다.

69) 실제 처리된 공산군 포로 수는 132,097명이었다.

70) 실제 처리된 UN군과 한국군 포로수는 13,8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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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산측이 제시한 포로의 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 평양방송 

등을 통해 공식발표한 그들의 전과에서 북한은 개전후 6개월만인 1950년 12월 30일 

현재 한국군 65,000여명과 미군 10,000여명을 붙잡았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전한 75,000명의 포로 중에서 14,000명 미만의 포로만을 송환하 으므로 결국 북한

은 그들이 밝힌 전체 포로 중에서 약 20%에 불과한 인원만을 송환하 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 후 지금까지 나머지 포로들에 대한 처리 실태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사 연구가들은 북한이 전쟁 당시 포로들을 총살해 버리거나 강제노역에 동원

해 많은 한국군포로들을 희생시킨 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1950년 6월 28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중이던 한국군 부상병 300여명을 

병원구내에서 집단학살한 사실을 들고 있다.72)

그러면 정확한 한국군의 포로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1986년 국방부 전사편

찬위원회가 펴낸｢한국전쟁 요약｣에 따르면 실종되었거나 포로로 추정되는 한국군은 

82,318명이라고 한다. 이 중 전사한 사람을 제외하고 약 50,000여명의 한국군이 종

전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3) 이와 같은 추정이 사실일 가

능성이 높은 것은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6․25전쟁 당시의 국군포로들의 많은 증

언 및 기타 기록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74) 한국의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2000. 6. 22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현재 집계된 미복귀 국군 포로는 모두 1만 

9,409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포로는 312명”이라고 말했다.75) 이와 같은 

북한의 행위는 후술하는 바처럼 제네바 제3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3) 포로의 대우

포로는 당연히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상에 규정된 대로 대우를 받아

71) 諸成鎬, “北韓의 國軍捕虜에 대한 待遇의 人道法的 考察: 조창호 소위의 경우를 중심으

로”, 人道法論叢 第15號(1995), pp. 111-113.

72) Ibid., p. 112.

7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要約(서울: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 p. 358;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서명한 UN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그의 회고록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에서 “공산군측이 강제억류, 송환하지 않으려는 한국군포로 5만여명과 미군 

944명을 포함한 UN군포로 3404명을 구출하기 위해 24개월 동안이나 더 싸우고 한국군

측에 13만명의 사상자를 더 내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공산측으로부터 그들을 송

환받지 못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74)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관하여는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과 대책｣(국방부, 1998) 참조; 동아일보, 1994년 10월 25일자, p. 29; 조선일

보, 1994년 10월 25일자, p. 5; 國際人權擁護 韓國聯盟, 國際人權報, 1995년 1월 15일자, 

p. 2; “돌아온 소위 조창호는 말한다.” 月刊 同和, 1994년 12월호, p. 77; 정석균, “북한

에 생존하고 있는 한국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 북한, 통권 276호(1994년 제12월호), 

p. 36; 김정민,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 정책”, 북한, 1998년 6월호, p. 

43.

75) 한국일보, 200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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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당연한 것이다. UN군측은 공산측이 제기한 포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검증을 완전하게 개방한 것으로 응답하 다.76) 

반면에 북한은 동위원회(ICRC)가 제안한 북한의 포로수용소에 있어서의 제조건을 

관찰하는 것을 거절하 다.77) 이러한 사실은 공산측이 6․25전쟁 기간 중 포로수용

소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군과 UN군측 포로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는 등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군 포로들은 전쟁 당시에는 통칭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불린 ｢인민군최고사령

부 후방총국｣에서 관리를 맡아 파괴된 철도 등의 시설복구, 비행장건설, 불발폭탄 

제거 등에 동원되었다. 다른 다수의 포로들은 인민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전선

에 투입되었다.78) 이에 관한 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다.79)

전술한 수많은 포로들의 미송환을 위시하여, 상기와 같은 포로의 대우는 제네바 

제3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분명하다. ① 북한은 포로억류국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 고80), ② 포로의 대우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하 으며81), ③ 송환의무를 위

반하 다.82) 이러한 제네바 협약 위반의 배경에는 전술한 바대로 공산측의 6․25전

76) D. W. Bowett, supra  note 12, p. 56, at note 23.

77) J. Stone, supra  note 10, pp. 356-357; 당시 북한으로서는 포로수용소를 공개할 수가 

없었다. 근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군포로를 인민군에 강제편입시켜 투입하거나 강제 

노동 등에 내몰면서 극히 제한된 일부 포로들만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환경 또

한 지극히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수용소를 공개한다면 그들의 비인도적인 

포로관리 실상이 공개되어 전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소를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金炳烈, “未歸還 國軍捕虜問題에 관한 硏究”, 人
道法論叢  第19號(1999), p. 98.

78) K. Skubiszewski, “Use of Force by States, Collective Security, Law of War and 

Neutrality”, Max S∅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London: 

Macmillan, 1968), p. 829; 金炳烈, supra  note 77, p. 97. 대부분의 국군포로는 전장에서 

바로 인민군으로 편입시키고 고급장교 및 정신무장이 투철한 일부 포로와 UN군 포로

는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 북한의 포로 취급정책이었다. 당시 UN군이 생포한 인민군 

포로 중 11%가 남한출신으로 인민군에 강제 징집된 자들이었다는 통계와 한 미군 포

병중위의 증언은 북한이 국군포로들을 어떻게 인민군으로 강제 편입시켰나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 Ibid., pp. 96-97. 억류 당사국 군대로의 편입에 대한 불법성에 관해서는 

동 논문 참조. Ibid., pp 103-107. 

79) 金炳烈, supra  note 77, pp. 96-98; W. L. White, 韓國戰爭 捕虜, 曺永澈 역(국방부 전

사편찬위원회, 1986), p. 45; 諸成鎬, supra  note 71, pp. 114-116.

80)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 3조‧5조2항‧17조‧78조‧126조‧122-123조‧130조 등을 위반하 다

고 할 것이다.

81)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 12조∼17조, 19조∼24조를 위반하 다고 할 수 있다.

82) 동 협약 제118조의 위반이다. 북한은 다수의 국군포로들이 송환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했어야 했다. “未歸還 國軍捕虜問題의 法理的 

分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金炳烈, supra  note 77, pp.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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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대한 성격(소위 내란설)에 기인한 바가 큰 것이다.

(4) 戰時占領

전시점령을 규율하기 위하여 최초로 체결된 조약은 1907년의 육전의 법규와 관

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동 부속규칙이다. 그후 1949년의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83)이 규정하고 있다.

1950년 UN군이 북진 당시 북한의 지위는, UN군의 입장에서는, “교전단체”로서 

사실상 승인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전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그 결과 미국의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의 구상은 UN군사령관의 군

정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84)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달리 북한의 점령지역은 국제법상 자유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국제법을 적용

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UN군사령관에게 있었으므

로 자유화된 북한지역에는 UN군사령관의 군정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 UN군사령관 맥아더는 북한 점령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을 해결해야 하는 비군사적 의미로 조직된 UN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 점

령 후에 당면할 세 가지 중요한 문제 ―원조와 재건, 정치적 통합, 안전― 를 다룰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미국무성에 요구한 바 있었다.85)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해서 1950년 10월 7일 UN총회는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을 채택하 다. 그 결의안은 

UN군이 북한을 점령하라든지 혹은 정복하라든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는 아니

나, 은연중 그러한 사항을 동의하고 있었다. UN총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 것이다. 

ⓐ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유지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 한반도에 통일된 자주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UN 감시하에 선거를 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86)

이 결의안으로 UN군은 북한에서 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북한지역은 국

83) 동 협약은 교전당사국 일방의 권력내에 있게 된 교전당사국 소속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적에 의한 점령 이전의 자국민과 관련된 ｢노근리사건｣에는 적

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로는 민경길, “노근리사건의 법적 측면”, 노
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자문의견서(2000. 1.8) 참조. 그러나 이 의견서에서 민교수는 ｢노

근리사건｣을 확립된 관습국제법원칙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원칙｣과 ｢무차별 공

격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84)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Ⅷ, 

Korea(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755-756, 762, 

785-786.

85) 육군본부, 유엔군전사(政策과 指導), 제3집(1974), p. 244.

8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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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상 자유화지역이 아님이 선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전

술한 바 대로 6․25전쟁의 성격을 내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6․25전쟁 

초기 일시 점령했던 남한지역은 자국의 토를 회복한 국제법상 자유화지역이며 점

령지역으로 보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상이한 태도는 UN군측이 전시국제법상 점령의 원칙에 따라 군정권을 

행사한 데 반해, 공산측은 자유화지역으로 간주하여 자국식 공산주의혁명법(국내법)

을 적용한 결과 무자비한 학살과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87)

(5) 化生武器의 使用

공산측은 6․25전쟁 기간 중 UN군측이 화학전 및 세균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복

하여 비난하 다.88)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강력한 반박을 받았다. 1952년 10월 16일 

미국대표는 UN총회에서 “미국은 화학무기나 세균무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한 적이 없

다. 우리는 공산측에 의하여 거짓으로 중상을 받고 있다”89)고 항변하 다. 이것은 물

론 공산측의 비방활동의 일환이었다.90) 이러한 공산측의 주장은 미국의 요구로 UN 

총회에서 취급되었고(A/2231), 1925년 제네바의정서의 준수는 환기되었다. 그리고 미

국은 즉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한 조사를 요청하 다. UN 총회도 1953년 4

월 23일 중립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산측이 주장한 지역에 들어가 조사할 것을 요청

하는 결의(Resol. 706(Ⅶ))를 채택했으나, 북한 및 중공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 다.91) 이것은 공산측의 주장이 허구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92)

3. 海戰法規

6․25전쟁 중 해전법규의 적용 실태에 관하여는 인용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당시의 남북한 당국은 해군에 있어서 충분한 병력과 함정이 부족하

고, 탑제한 무기도 구식이어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하 다. 그러나 UN군의 참

전으로 해군의 역활은 크게 확대되었다. UN의 해군작전은 주로 해안포격 및 봉쇄

87) 6․25전쟁 기간 중 민간인 피해는 사망 244,663명, 학살 128,936명, 부상 229,625명, 납

치 84,532명, 행방불명 303,212명이었다. 이 가운 데서 특히 학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점

령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supra  note 73, p. 

359 참조.

88) 이러한 주장은 1952년 중반 및 후반경에 북한 및 중공측으로부터 반복되었다. Morris 

Greenspan, supra note 19, p. 358, at note 183; D. W. Bowett,  supra  note 12, p. 56.

89) U.S. Dept. of State Bulletin, ⅩⅩⅦ(Oct. 27, 1952), p. 641.

90) Greenspan, supra  note 19, p. 358.

91) D.W. Bowett, supra  note 12, p. 56.

92) 6․25전쟁 중 생물학무기의 사용에 대한 주장은 논쟁으로 그쳤고, 문제될만한 아무것

도 제기되지 못하 다. N. Ronzitti(ed.), supra  note 38, p. 641.



제41권 2호 (2000) 6․25戰爭과 戰時國際法의 適用實態 205

작전과 항공모함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이었다. 특히 적으로부터의 대공사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군에 의한 근접 항공지원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93)

이러한 UN군의 작전에는 주로 민간인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군사목표물로

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라디오나 전단 등에 의하여 매일 경고되었다.94) 예컨데 

1950년 9월 12일 편성된 UN해군의 제95기동부대(TF 95)는 미해군 스미스소장이 

지휘하 는 바, 그는 북한 어민들의 어로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어선들이 사실상 기뢰부설정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95) 그래서 

UN해군의 함정과 항공기는 “어로금지” 전단을 살포하여 전파토록 하 고, 이는 어

로중에 있는 어선의 파괴시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UN군의 적법한 해군작전에 관해서는 반론도 있다. 그것은 무방수

도시의 보호에 대한 전시법규의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무방수 도시인 

인천과 청진에서 국군과 미군의 해상포격을 들고 있다.96) 그러나 인천지역은 일

부 방수화되어 있었고, 해상포격은 군사목표물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격금지주

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6․25전쟁 중 해전법규와 관련된 특기할만한 사항은 봉쇄에 관한 것이다. 봉쇄는 

해전에 있어서 중립국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법규와도 유관하다.

1952년 9월 27일 UN군사령부는｢한국방위수역｣(소위 Clark Line)을 설정하 다. 

이것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 전쟁구역(war zones)으로서 일종의 특수한 봉쇄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위수역(Clark Line)은 그 전의 ｢맥아더｣선과 대치되어 한국연안에 대

한 공격의 저지, UN군의 보급선 확보, 전시 금제품수송의 방지 및 간첩활동의 봉쇄 

등의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97) 이 방위수역을 특수한 의미를 갖는 전쟁구역으로 보

느냐 혹은 장거리봉쇄의 일종으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98) 장거리봉쇄

가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봉쇄인가에 관해서는 논의할 점이 적지 않다.99)

한편,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해상봉쇄에 관한 중요한 논의의 하나는 중공에 

93)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1984), pp. 659-665.

94) Bowett, supra  note 12, p. 56.

95) 이러한 사실은 많은 북한 어부들이 생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로 

입증된다. 合同參謀本部, supra  note 93, p. 764.

96) Ingrid Detter De Lupis, The Law of Wa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234-235.

97) 李漢基, supra  note 4, p. 349.

98) 金明基 교수는 장거리봉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

상 차이는 없다. 장거리봉쇄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을 전쟁구역(war zones)이라고 부르

기 때문이다. 金明基, 國際法原論(서울: 博英社, 1996), p. 1483.

99) Hersch Lauterpacht(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7th ed., Vol. 2(London: 

Longmans, 1952), p. 793, at 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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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상봉쇄 다. 당시 UN군사령관이던 맥아더는 중공군의 불법개입에 대한 대

책으로 중공의 해상봉쇄를 주장하 다.100) 맥아더의 제안은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중공의 해상봉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되었다.101) 

이러한 중공의 해상봉쇄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그 가능성에 관해 많은 토의

가 있었다.102) 주 논점은 중공군의 불법적인 한국참전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중공의 

해안봉쇄가 일반국제법상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봉쇄는 UN에 의해

서 취해지거나, UN의 권위하에 미국에 의해서 취해지든지, 혹은 미국 단독으로 취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해상봉쇄의 적법성은 일반국제법상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03)

4. 空戰法規

6․25전쟁 발발 당일 오전 10시 경에 북한 공군 YAK 전투기 4대가 용산 상공

에 나타나 용산역, 서울 공작창, 통신소 등에 기총소사와 폭탄을 투하하 다. 북한

은 제공권을 빼앗기기 전까지 공중폭격에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104) 한편 당시 한국 공군은 너무 열세 기 때문에 별로 활동한 내용이 

없었다. 공전에 관한 한 주로 참전 즉시 제공권을 장악한 미극동공군의 활동이 공

전법규 적용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공군의 주요한 활동은 주로 공중전 외에도 근접항공지원 및 전략폭격이었다. 2

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따라 6․25전쟁 중에는 UN군 사령부(주로 미국)의 공군기들

에게 정조준폭격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인접한 도시의 시민들에 대한 중대한 피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북한의 선박수리선, 항만시설 및 군사목표물 등에 폭격이 이

루어졌다.105) 문제는 근접항공지원 및 전략폭격시의 오폭이었다. 미군은 전술한 바 

100) 맥아더는 새로운 전쟁은 새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만주의 폭격은 물론 중국본토

의 공격과 중공의 해상봉쇄 및 장개석 군대의 활용까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과 공세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워싱턴에 요구하 다.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4), pp. 439-444.

101) 중공의 해상봉쇄가 거부된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홍콩을 통해 중공과 막대한 양의 무역

을 하고 있는 국과의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고, 둘째로 중공의 해상봉쇄 또한 소

련으로 통하는 육로가 있으므로 중공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란 점, 세

째로 해상봉쇄가 수행되려면 한국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윌리엄 맨체스터, 미국의 씨이저 맥아더 元帥, 육사 인문사회과학처 역(서울: 兵學社, 

1984), p. 850.

102) Pitman B. Potter, “Pacific Blockade or War”, 47 A.J.I.L.(1953), p. 273.

103) Ibid., p. 274.

104) 合同參謀本部,  supra  note 93, p. 787.

105) Hamilton DeSaussure, “The Laws of Air Warfare: Are There Any?”, Richard B. 

Lillich and John Norton Moore(ed.), supra  note 45,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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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공중 폭격시에 민간인들의 소개를 위하여 사전에 라디오나 전단을 매일 살포

하여 경고하 다.106) 

그러나 1950년 9월 7일 제19차 안보리에서 소련대표는 1907년의 헤이그 육전규

칙 제25조를 인용하여 미국의 불법폭격에 대해 비난했으며, 북한도 동일하게 비난

하 다.107) 이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술한 바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폭격하 음을 

주장하 다.108) 또 소련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날에 소련의 

IL-12 여객기가 만주상공에서 미군기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고 주장하 다. 같은 시

간에 미국도 미군비행기가 확인할 수 없는 비행기에 의해서 북한 상공에서 격추되

었다고 주장하 다. 미국은 상기 소련의 주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한

국에 있는 미공군은 압록강 이남에 국한하여 활동하기 때문임을 강조하 다.109) 이

러한 사실은 UN공군기를 공격하고 달아나는 중공과 소련 공군기들의 추격과 필요

시 만주비행장을 제한적으로 폭격하도록 승인해달라는 맥아더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지시에 의해서 지지된다.110)

6․25전쟁 중 공중폭격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핵무기 사용의 검토 다.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하자, 미국 트루먼대통령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조치에 “핵무기의 사용도 포함되느냐”

는 질문에 대통령은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나, 핵사용도 검토되어 왔다”고 

시인하 다.111) 미국의 독자적 핵사용 검토에 놀란 국 정부는 이를 반대하 고, 

미국은 국과 사전 상의없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함으로써 6․

25전쟁 중 핵무기 사용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112)

한편 적법한 공중폭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0년 10월 소련이 자국

106) Bowett, supra  note 12, p. 56.

107) Ibid.

108) 예컨데 미공군은 공격을 며칠 앞두고 항공기로 평양에 전단을 뿌려 군사시설에서 떠나게 

하 다. 교통중심지의 폭격에 있어서도 폭격대상 주보급로를 명시하고 사전경고 전단을 

살포함은 물론, 폭격 후에도 미리 경고했었음을 알리는 전단을 다시 뿌렸다. 또 미국방성

은 “UN군의 항공공격목표는 엄격히 군사적 관점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일반주민이 목표

로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 다. R. Futrell, 韓國戰에서의 
美空軍戰略, 강승기 역(서울: 행림출판, 1982), pp. 466-469.

109) D. P. Myers, “Contemporary Practice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54  A.J.I.L.(1960), 

pp. 657-658.

110) Memo by the Secretary of State, Nov. 6, 1950, FRUS, 1950, Ⅶ, pp. 1055-7; UN군사령

관 맥아더는 중공군의 개입에 대하여 새로운 전쟁은 새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 

만주의 폭격은 물론 중국 본토의 공격과 중공의 해상봉쇄 및 장개석 군대의 활용까지 주

장하다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111) The New York Times, Dec. 1, 1950

112) Memorandum for the Record,  supra  note 110, pp. 1462-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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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있는 비행장을 미국 비행기에 의해 폭격당했다고 항의했을 때 그 사실을 시

인한 바가 있다. 미국은 이 항의가 UN에 제기되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고, 그에 따

라 미국은 UN 사무총장을 통하여 손해보상과 함께 오폭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

다.113) 또 동일한 항의가 중공군으로부터 UN에 제기되었을 때도 미국은 혐의의 조

사후 관련 UN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대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수락하 다.114)

대체적으로 6․25전쟁에서 공전에 대한 양상은 2차대전시와는 달리 공중폭격으

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을 피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사목적물의 정조준 폭격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

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공중폭격의 목적으로서 명확한 군사적 실리를 내세우

는 것, 공격의 정도 및 기간의 제한을 강조하는 것, 민간인의 희생 및 민간표적물의 

파손을 극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조하는 것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115) 

5. 中立法規

6․25전쟁 중 어느 국가도 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혹은 사실상 전통적인 중

립법규를 호소하지도 않았다.116) 6․25전쟁과 관련하여 중립의 준수여부 문제는 UN 

안보리의 조치와 관련된 UN 가맹국의 UN헌장 제2조 제5항의 구속력 문제 다. UN

헌장 제2조 제5항은 “모든 가맹국은 UN이 이 헌장에 따라서 취하는 여하한 행동에 

대하여서도 UN에 모든 원조를 주고 더욱 UN의 방지행동 또는 강제행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여하한 국가에 대하여서도 원조의 제공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규정에 따라서 UN가맹국은 원조의 의무를 지느냐가 문제되었다.117)

주지하다시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월 25일의 결의 제3항을 통해 다음

과 같은 의무를 UN가맹국에게 부여하 다.

“모든 가맹국은 이 결의의 집행에 있어서 UN에게 조력을 하고 북한당국에게 조력

을 주는 것을 삼가할 것을 요구한다.”

또 동년 6월 27일의 안보리의 결의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 다.

113) Bowett, supra  note 12, p. 57.

114) Ibid.

115) U.S.A. Air Force, supra  note 18, pp. 5-6∼5-7; 6․25전쟁에 있어서는 어느 목적물이 정

당한 공격대상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었음에 비해서 그러한 목적물이 실제로 공

격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았다. 

116) Robert W. Tucker, The Law of War and Neutrality at Sea(Newport: Naval War 

College, 1955), p. 178, at note 27.

1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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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가맹국은 대한민국 역에서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

하는 데 필요하게 될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외에도 UN총회는 1950년 11월 3일 총회결의를 통해 “평화를 위한 단결”의 

결의를 채택하고, 가맹국에게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

하 다. 

6․25전쟁 중 미국은 UN 가맹국들이 상기 조치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고, 공산측

에 대해서는 원조를 금지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 다. 반면에 

소련의 입장은 6․25전쟁이 단순히 미국과 그의 우방국들에 의한 침략행위라고 주

장하여 미국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 다.118) 그러나 UN의 절대 다수의 가맹국들

은 UN의 조치들이 헌장에 합치된다는 가정하에 행동을 하 다. 그리하여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 또는 시설을 파견했으며, 20개국이 기

타 물자를 지원하 다.119) 다른 다수의 UN가맹국들은 6․25전쟁에 관해서 사실상 

중립의 입장을 채택하 다.120)

한편, 1951년에서 1952년의 한국휴전회담을 위한 교섭 중에 UN측은 스웨덴과 스

위스를 각각 휴전협정의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중립국으로서 제안하 다. 

반면에 공산측은 체코, 폴란드 및 소련을 중립국으로 제안하 다.121) 그러나 UN총

회는 1952년 12월 3일 총회결의를 통해 체코, 폴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 등 4개국

(이 가운데 3개국은 가맹국, 1개국은 미가맹국)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하

다. 이러한 UN의 조치는 어느 국가가 UN가맹국이라 할지라도 UN의 강제조치하에

서도 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승인한 결과가 되었다.122)

중립에 관한 한 흥미있는 사실은 중공측이 중립국으로써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었다. 중공군은 전부가 의용군으로서 6․25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과 “1907

년 헤이그 중립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 제5조 하에서 중공의 의용병들이 국경

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 다.123) 그러나 1951년 2월 1일 

UN총회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공이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범했음

을 인정하며, 중공군 및 인민의 한국으로부터의 철수와 UN군과의 전투를 정지하

고,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행동을 계속한다는 UN결의를 표명하고 모

118) Howard J. Taubenfeld, “International Actions and Neutrality”, 47 A.J.I.L.(1953), pp. 

390-391.

11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supra  note 73, p. 135.

120) Morris Greenspan, supra note 19, p. 529.

121) Ibid., 526.

122) Ibid.

123) Taubenfeld,  supra  note 118, pp. 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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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가에 대하여 침략자를 원조하지 않도록 요청하 다.124) 그리고 동 결의에 의

거 동년 5월 18일에는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금수를 권고하 고, 이러

한 전략물자를 실은 중공행 선박은 스에즈운하를 통과하는데 허락을 받아야만 하

다.125) 이러한 결의는 오직 권고 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 12월 12일까지 40개 가

맹국들이 이 권고에 순응하 고, 6개 비가맹국들이 응할 것을 동의하 다. 6․25전

쟁 중의 이러한 관행은 전통적 중립개념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세계평화의 이익을 위한 효과적 국제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중립개념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6)

그러나 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한 참전국가이면서도 중공과 전쟁관계에 들어가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조차 단절하지 않았다. 국은 1951년 2월 1일 UN

총회의 중공의 침략자 인정 결의 및 5월 18일의 전략물자 금수 결의에도 불구하고 

동년 5월 30일 중공에 대한 금수완화를 발표하 으며, 6월 5일 동조치의 법적 효력 

발생을 선언하 다. 이러한 국의 행동은 명백히 UN헌장과 UN총회결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국이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6․25전쟁의 성격을 전쟁으로 

보지 않은 소치라고 할 수 있다.127) 

결론적으로 볼 때, 실제로는 중립국과 교전국간의 관계에 관한 한 6․25전쟁은 

진정한 시험장은 아니었다. 그것은 적대행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UN의 다수 가맹국들이 사실상 전통 중립법규하에서 중립국 

지위와 구별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 던 것이다.128) 

Ⅳ. 結   論

6․25전쟁 중 적용된 전시국제법에는 1907년 헤이그 협약을 비롯한 국제관습법

과 국제적 다자조약인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제네바 협약은 

국제관습법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6․25전쟁 기간 중 쌍방당사국들은 제네바 

협약이라는 다자조약에 아직 당사자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 협약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6․25전쟁 초기에 UN군사령관은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수락하는 

선언을 했으며 공산측도 이를 수락하는 선언을 한 바 있어, 1949년 제네바 협약은 

6․25전쟁 기간 중 쌍방당사국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124) Higgins, supra  note 14, pp. 167-168.

125) Morris Greenspan, supra note 19, p. 529.

126) Taubenfeld,  supra  note 118, p. 394.

127) 李漢基, supra  note 9, p. 54.

128) Tucker,  supra  note 116, p. 177, at not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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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한국군과 UN군이 북한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침략을 저지한 국제

법상 특이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6․25전쟁에 대한 법적 성격을 UN군측

과 다르게 왜곡시킴으로써 전쟁기간 중 전시국제법의 준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

지 아니하 다. 공산측은 6․25전쟁을 내란이라고 강변함으로써 전시국제법규의 적

용을 외면하고 은 하게 자국식 혁명법(국내법)을 적용하 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

은 특히 포로의 부당한 대우와 수많은 포로의 미송환 및 전시점령 중 민간인의 무

수한 학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반면에 UN군측은 6․25전쟁 중 조심스럽게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을 준수하

다. 이것은 UN군측이 전쟁방지법(jus ad bellum)상 공산측보다 법적 및 도덕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실제적 방법이었던 것이다.129) 

전시국제법은 교전당사자가 이에 가입하거나 그의 적용을 수락하는 선언에 의해

서 그 적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먼저 쌍방교전당사국의 준수의지가 중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국의 문명수준과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전시국제법은 이에 대한 공평한 

적용을 보장하고 이의 적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익보호국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와 같은 기구의 “협조와 보호”(cooperation and security)에 의해서만 그의 

적용이 보장된다.130) 그러나 6․25전쟁 기간 중 북한측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가 포로수용소에 있어서의 제조건을 관찰하는 것을 거절하 다. 

6․25전쟁은 그 총성이 멎은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서만은 아

니다. 그것은 전시국제법규의 위반이 가져온 상처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아

직도 수많은 미송환포로의 애환을 듣고 있다. 학살과 만행을 경험한 1000만 이산가

족의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6․25전쟁 기간 중 쌍방당사

국들은 전시국제법규의 위반에 관해 상호책임을 추궁함이 없이 1953년 휴전협정에 

서명하 다.131)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필요한 조치 다 할지라도, 이러한 묵시적 합

의로 전시국제법규위반에 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묻혀갔다

는 사실은 전쟁법의 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직

시하면서 쌍방당사국들은 이제부터라도 민족과 세계역사 앞에 과거의 과오를 시인 

및 시정하고 철저한 인도주의원칙의 회복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129) U.S.A. Air Force,  supra  note 18, p. 1-17, at note 47.

130) G.I.A.O. Drape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08(1972), p. 47.

131) Georg Schwarzenberger, supra  note 61,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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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the Law of War

in the Korean War
 1)

Duk-kyu Im
*

Korean War that began in June 1950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in which an estimated 5,000,000 persons lost their lives. The 

U.N.,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principal participant, joined the war on the 

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ventually 

came to North Korea's aid. After exceptional vicissitudes, an armistice was 

concluded in July 1953.

  In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legal parties on the South 

and North sides, from a purely military viewpoint are the U.N. on the one 

hand and China and North Korea on the other. Therefore in the light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war, （ⅰ）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U.N. side and the Communist side are the U.N., China and North Korea; and 

（ⅱ）the legal state between the U.N. side and the Commuist side is the 

state of war. 

In the Korean War the U.N. Command declared its intention to observe the 

rules of law and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On July 4, 

1950, General MacArthur stated: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and other persons of North 

Korea who are taken into custody or fall into the hands of armed forces now 

under my operational control in connection with hostilities with in Korea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applied by and recognized 

by civilised nations involved in armed conflict.

On July 13, 1950, the Republic of Korea sent formal word that it w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would abide by the Geneva 

**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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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War Prisoners. On the same day, July 13, the North Korean 

radio stated that the North Korean forces were “strictly observing the terms 

of Geneva Convention regarding prisoners of war”.

  On September 7, 1950, the Soviet representative in the Security Council 

497th Meeting making charg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illegal bombing 

specifically cited Article 25 of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And by North 

Korea, the same complaints were expressed.

In November 1950,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8th Report, stated that prisoners of war who committed war 

crimes before capture shall be punished as crimes. And in the 9th Report, he 

reported that the War Crimes Division had been i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applied and recognized by any civilized nations.

On the one hand, the Hague Conventions of 1907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been applied to both sides in the Korean War without declarations of 

the intention of both sides to observe the rules contained in the Conventions. 

It is becaus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binding force to all international 

subjects, state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to observe. On the other hand, if it is true that the principles 

expressed on the above-mentioned declarations of both sides mean the rules 

contained in not only the Geneva Conventions but also Hague Conventions, 

the legal nature of the declarations is nothing but of declarative, not creative 

character.

In the case of Geneva Conventions of 1949, it may be said that it is 

immoderate to regard the Geneva Conventions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ence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greed 

to observe the Conventions by means of declarations. As Bowett pointed out, 

the Korean experience actually proved that the Genva Conventions are 

applicable to belligerents under any circumstance although the Conventions are 

not ratified by them. 

The application of law of war will not be secured by a signature or by the 

declaration to accept it. It will be not only secured by cooperation and 

scrutiny by institutions, but also acquired education to all armed forces and 

civilian to secure actual application of the law of w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