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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쟁 수행 중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 문제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

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중 발

생한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쟁 발발 이후 1951년 1월 초에 이르

기까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미군은 피난민의 소개, 

이동 제한, 그리고 치명적 무력 사용 등의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

의 피난민 정책은 ‘전투원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이 부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전투원

들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인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작전 수행이 불가피하다면, 비전투 민간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의 준거를 갖기 위해

서 주로 마이클 왈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군사작전은 군사

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될 여지가 훨씬 많아졌다. 민간인에 대한 도

덕적 배려는 전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왈쩌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병사

와 장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명령체계 속

에서 길러지거나 부과되지 않는 일종의 분별력(sensitivity)”이라고 주장하였다. 왈쩌가 

말한 이러한 ‘분별력’은 경기지역 폭격 사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수색을 선행해야 했지만, 그 반대로 탱크 공격과 폭격을 먼저 실행했다. 그

런데 이러한 군사 작전에서의 ‘수색’ - 사전정찰, 소개 조치 등 - 은 ‘일종의 분별력’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간인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결국 이

를 통해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평화, 인권, 한국전쟁, 피난민, 공중폭격, 마이클 왈쩌, 정의로운 전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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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양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전시법 분야에서 전쟁으로 인한 

전투원에 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전 및 군

사작전 상황에서 비전투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군인의 인도주의 원칙이 어느 정도 준수되어

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법정을 통해 민간인 피해는 국제적인 차

원에서 대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와 기타 관련 재판에서도 민간인 피해를 고려

하지 않은 무차별 폭격이나 포위전 등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전쟁 수행이 독일인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쟁 수행이 갖는 위법성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Walzer 2004, 30) 이후 1949년과 1978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도 

이러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이 글은 전쟁 수행 중 발생

하는 민간인 피해 문제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

하고자 한다.1) 이를 위해서 한국전쟁 중 발생한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2)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간인이 

군사행위의 대상 또는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종종 민간인은 위

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적군을 살상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전투지에 민간인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 1월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을 어떻게 조

  1) 이 글은 생존과 승리만이 추구되는 절박한 전쟁 상황에서도 정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전쟁수행에는 권력과 이익, 국가 안보가 전쟁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
용하므로 전쟁에는 정의와  인권과 같은 도덕적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주의 입장과 “어
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자체는 부도덕하다”고 보는 절대적 평화주의 입장을 지양하고자 한다. 따
라서 이 글에서의 평화란 “전쟁 중에서도 정의가 구현되는 조건과 상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수행에 있어서 민간인의 인권과 평화가 구현되는 조건 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2) 한국전쟁 연구가 사회수준에서 접근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며, 특히 전쟁에서의 사회성원들
의 반응과 피해, 학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박명림(2011, 302-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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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3) 이를 위해 미군은 피난민의 소개, 이동 제한, 그리고 치명적 무

력 사용 등의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의 피난민 정책은 ‘전투원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이 부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전투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쟁의 맥락 안에서도 가능한 한 민간인의 권리와 평화 보장을 도

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투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작전 수행이 불가피하다

면, 비전투 민간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전쟁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

기 위해서 한편으로 국제인도법적 논의들을 참조하지만,4) 또 다른 한편으로 전쟁규약(war 

convention)에 기초한 구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례들을 참조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분석의 준거를 갖기 위해서 주로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논의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왈쩌는 Just and Unjust Wars(1977)와 Arquing about War(2004)에서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제기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그의 정의로운 전쟁이론의 기반 하에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 1951년 1·4 후퇴기 한국정부의 피난조치와 서울·경

기지역의 피난민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피난 소개 조치를 실행하였으나, 그 실

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난민들은 전선 후방에까지 안착하지 못하고 전장에 갇

히게 되었으며, 미군의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들은 공중폭격 안전선 밖에 노출되

게 되었다. 

둘째, 미군과 한국 정부의 민간 피난민 이동 통제 정책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미군이 왜 피난민의 이동 불허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해 치명적 무력 사용

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군 지휘관이 치명적 무력 사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경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쟁이론과 국제인도주의법의 관점에서 한

  3)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RG 338, Box 809, 25Id Hist Rpts 27Th 
Rct, Activity Report For August, Nov. 9 1950: [No Gun Ri File 9123-00-00569].

  4)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법(law of war) 혹은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도 한다. 이
는 정의로운 전쟁이론에서 말하는 전쟁수행법(jus in bello)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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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기 공중폭격 작전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위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 한국전쟁기 공중폭격을 담당한 미극동공군(FEAF: 

Far East Air Force) 예하 전투부대의 임무보고서, 미 육군 사단 및 제5공군의 정보 및 작전

일지, 제5공군의 작전명령서(Operations Order),5) 노근리 파일(No Gun Ri File) 등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6)

II. 정부의 피난 조치와 전장에 갇힌 서울·경기 지역 피난민

1950년 12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의 진격에 대비하여 서울 시민의 피난을 공식 

지시했다. 여기에는 한강 이북 지역과 남한 각처의 피난도 포함되었다. 이 시기 140만여 명

의 서울 시민을 포함한 총 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난민들이 정부의 피난구호 대상이

었다(정일권 1986, 291; 중앙일보사 1983, 94).7) 그런데 서울·경기 지역의 피난 소개조치

는 상당히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공

군의 빠른 진격과 미군의 신속한 퇴각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전선 후방에까지 안착하지 못

하고 전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피난 루트가 군의 주보급로와 겹치

게 되어 피난민들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서 피난민들이 미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

하였거나 마을로 되돌아 가야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피난민들은 적군과 섞이게 되었

고, 미군이 설정한 폭격안전선 밖에 노출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 11월 23일에 사회부 장관에 임명된 허정은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했던 12월 중

순 이후, 정부는 피난을 권고하였으며, 경기도 마석 등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타 지역 피난

  5) 전투나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 온 조종사들은 소속 부대에 임무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임무수행 일자, 임무의 종류, 부대명, 비행기의 종류와 수, 이착륙 시간, 목표물, 관
측내용, 폭탄의 종류, 적정 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극동공군 임무보고서는 미국립문서보
관소(NARA) RG 342 Series, 그리고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관되어 있다.

  6) 이 논문에 인용되는 자료들의 일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
회)의 조사 작업에 의해 정리된 자료들이다. 이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7) 1950년 공보처 통계국의 ‘6·25 사변 중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 서울
시 인구수는 144만601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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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서울 유입을 막고, 한강도하를 위해 부교를 가설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

였다(중앙일보사 1983, 95; 허정 1979, 175-177). 물론 이 조치는 피난민의 행로와 군용도

로를 구분하여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군사작전의 우선 원칙 하에서 진행된 것

이었다.

당시 정부의 피난 및 구호 조치에 관계한 정일권(1986) 또한 “1950년 6~7월의 전쟁 초기 

상황과는 달리, 1·4 후퇴 때에는 피난민 소개 계획을 세웠고, 공산군의 진격이 오산-제천-

영월-삼척선에서 저지되어 피난민들이 전국 남쪽 각지에 분산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 등의 피난민 구호조치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서울·경기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가 정한 피난장소까지 이동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1951년 1월 7일, 공중관측에 의하면, 서울을 떠난 많은 수의 피난민이 1000여 개의 

우마차를 이끌고 수원 6마일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었고, 용인군 김량장리에도 많은 수의 

피난민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1월 8일 임무보고서에 따르면, 30만 명으

로 추정되는 피난민이 수원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다.8) 그런데 1월 8일 오전에 중국군의 선

두부대가 이미 오산에 도달하였다. 요컨대 1월 4일 이후 한강이남 지역에서부터 오산에 이

  8) NARA, RG 342, Box 31, 6147 TCG Mission Report, Intel Mission Report, 8 Jan. 1951.

출처: Billy C. Mossman 1990, 205.

<사진 1> 피난 여성과 어린아이들(195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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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도로, 민가, 산 등에 중국군이 포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서울과 오산 사이의 민간 피

난인들은 전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진실화해위원회 2009, 421). 

이 지역 피난민 상황은 미육군 작전 일지 기록에도 드러난다. 1월 12일 1군단이 25사단 

27연대 지역의 피난민 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는데, 25사단 G-3의 제임스(James) 장

교는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 27연대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

으며, 이들 대다수는 서울로부터 온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고 보고하였다.9)

그런데 이 시기 미군문서에 드러나는 피난민의 이동경로는, 공중관측 및 1군단의 예하 

사단의 보고에 따르면, 미군의 주보급로였다.10) 1월 8일자 25사단 지휘보고서에서 25사

단 27연대는 “주저지선 북쪽의 주보급로가 약 10만 명의 피난민으로 막혀있다”고 보고하

고, “연대 뒤쪽의 주보급로를 열어줄 것을 군단에 요청하였다.”11) 뿐만 아니라 영국 제29

여단의 정찰대도 “많은 피난민의 행렬 때문에 전방라인의 북쪽 3마일 이상 나아가지 못하

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이렇게 피난민이 미군의 주보급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는 1월 11일에도 계속된다.13) 주한미대사관의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서기관은 당시 피난 상황을 미 국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유엔군이 한강을 사수하지 못하고 서울의 90km 이남지역인 평택으로 퇴각하게 되자, 
피난민은 갇힌 신세가 되었다. 서울 및 인근 지역 주민인 약 20~30만 가량의 피난민들이 
뒤에 남겨졌다. 이들 피난민은 불행하게도 전선 후방의 은신처에 안착할 기회를 얻지 못
했다. 먼저 유엔군은 적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침투할 것을 우려하여 남부전선 내로의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서부전선의 중국군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
던 피난민들을 북쪽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하고 있다. 어쨌든 피난민은 더 이상 유엔군 남
부전선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인천 및 춘천지역에서 유엔군이 갑자기 
퇴각함으로 인해 이곳에서 40~50만 가량의 피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14) 

  9) NARA, RG 338, E-37042, Box 3629, Unit Histories 1940-67, 25th Infantry Division, Daily 
Journal G-3 Section, 12th Jan. 51.

10) NARA, RG 338, E-37042, Box 3128, Unit Histories 1940-67, 3rd Infantry Division, 3rd Infantry 
Division Journals G-2 Section, 11 Jan. 51.

11) NARA, RG 342, Box 31, 6147 TCG Mission Report, Intel Mission Report, 8 Jan. 1951.
12) NARA, RG 407, Box 386, GHQ United Nations and Far East Command, Intelligence Summary 

No. 194-3043, 7 Jan. 1951.
13) NARA RG 342, Box 31, 6147 TC,  Intel Mission Report, 11 Jan. 1951.
14) US Department of State,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6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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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4 후퇴 후 수십만의 피난민은 후퇴하는 미군 및 한국군 부대의 뒤를 이어 남

쪽을 향해 이동하였다. 피난민은 군수 수송에 방해가 되었다. 드럼라이트의 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군은 피난민으로 가장한 중국군의 침투를 우려하여 전선 후방 쪽으로의 피

난을 금지시켰으며, 또한 중국군도 남쪽으로 이동하는 피난민을 제지하여, 그들을 북쪽으

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1951년 1·4 후퇴기의 피난 이유는 중공군을 피해, 그리고 미군의 폭격과 공습에 

대비한 국군과 미군의 강제소개령 때문이었다.15) 서울·경기지역 피난민들도 대체로 중공

군과 공중폭격을 피해서 피난하였다.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공중폭격이나 포격에 의한 사망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속출

했음을 조사한 바 있었다. 서울 수복 후 공보처 통계국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북한의 서울 

점령기(1950년 6월 25일~9월 28일) 동안 발생한 피해자를 조사했다(정병준 2008, 151). 이 

조사 결과는 1950년 10월 25일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위의 공보처 조사는 사망자의 범주를 공폭(空爆), 총포, 화재, 피살, 행방불명 등으로 구

분하였다. 여기서 공폭이란 공중폭격에 의한 사망자를 의미하며,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

군의 폭격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공중폭격으로는 4250명, 총

격·포격으로는 2378명이 사망하였고, 피살이 1721명이었다. 또한 부상자의 경우에도, 공

중폭격 2413명, 총격·포격 1895명, 기타 401명, 화재 314명 순서로 압도적 다수가 공중폭

격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군사작전상 행해진 미군폭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포 사상자와 

15) 1951년 1·4 후퇴기 피난이 ‘1차 피난’과 달리, 이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피난’이었
음에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함: 김동춘(2006, 170).

<표 1> 서울특별시 원인별 피해자수

원인별

성 별

6·25 이전 
인구수

(1949. 5. 1 
현재)

사망자 부상자

소계 空爆 銃砲
화

재
피살

행방

불명

인원

대비율
소계 空爆 銃砲

화

재

기

타

인원

대비율

총수

남

여

742,506
703,513

12,767
4,360

2,388
1,862

1,381
997

295
150

1,372
349

7,331
1,001

2,974
2,140

1,344
1,069

1,211
774

177
137

242
160

합계 1,446,019 17,127 4,250 2,378 445 1,721 8,333 0.011 5,114 2,413 1,985 314 402 0.004

출처:  공보처 통계국, 1950, 「檀紀4283年自6月25日至9月28日(6·25事變中)서울特別市 被害者名
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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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보다 훨씬 많았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 통계는 1·4 후퇴 피난 이유가 공중폭격으

로부터의 피난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공군도 폭격 라인 설정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51년 2월 23일 제5공군 연구·조사 부서가 제5공군 부사령관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에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8군은 통상 폭격라인을 아군의 전방 위치의 5~10마일 앞에 설정해 폭격을 요청
하지만, 그 곳에는 적의 주력뿐만 아니라 종종 아주 많은 민간인들이 있다. 이와 같은 폭
격라인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많은 경우 피난민들이 전선에 들어와 있고 
그들을 되돌려 보낼 수 없다. 공군이 이들에게 기총사격할지에 관한 명령을 8군에게 구하
였다. 설령 이들 사이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8군은 이들에게 
기총사격하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8군은 마을을 소개하고 불태우는 것을 매
우 꺼렸는데, 왜냐하면 민간인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시
행 결정은 항상 공군에게 있었다.16)

위의 기록에 따르면, 미군이 설정한 폭격안전선 밖에 적군과 섞여 있는 많은 피난민이 

있다는 것이다. 공군이 이들에 대한 기총사격과 폭격 명령을 육군에게 구하지만, 육군은 

민간인의 살상을 염려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결국 공군이 폭격을 감행해야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중 공격은 이중효과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적군을 죽일 수 있고, 동시

에 근처에 있는 어떤 민간인이라도 사상될 수 있다(Walzer 1977, 155). 미 공군은 전쟁 초

기부터 우세한 항공 전력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 공중폭격을 통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국전쟁 수행에서 공중폭격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간 피난민을 위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였다. 

III. 미군의 피난민 통제 정책과 치명적 무력 사용 이유
   

서설하였듯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 1월 초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전쟁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주의 하나는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16) NARA, RG 342, Box 3539, Fifth Air Force, Office Of Tactical Air Research And Survey, Feb. 23 
1951: [No Gun Ri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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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다. 미군의 민간 피난민 정책은 피난민의 분산과 소개, 이동 제한, 그리고 피난민 발

포 조치 등이었다. 여기에서는 피난민 이동 제한 정책이 어떻게 치명적 무력 사용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초반 1950년 7~8

월의 논의와 1951년 1월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군이 피난민에 대한 치명

적인 무력을 사용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적 의무 간

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철수에 앞서 1951년 1월 1일 오후 9시에 미8군 사령부는 ‘행정명령 32호’를 공포하

였는데, 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유엔군의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민간인의 이

동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17) 이러한 피난민 이동 통제에 관한 명령 지시는 전군에 하달되

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첫째, 민간인 보호의 일차적인 실행 책임을 대한

민국 정부당국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7사단 민사(Civil Affairs) 기록에서도 언급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38선 이남의 민사 문제는 도 단위 또는 지방 단위 당국

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며, 지방 당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

는 경우에는 지휘관이 군사 작전 수행에 필요한 선에서 통제한다”고 하였다.18) 그러나 아

래에서 확인되지만, 한국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보호책임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둘째, 이 문서는 군 지휘관이 민간인을 통제할 범위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지역 주민이 군사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b) 군대의 안전을 보

장함, (c) 전염병을 예방함, (d) 질서를 유지함, (e) 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지역 물자를 이동

시킴, (f) 국제법이 부가하는 인도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러한 지휘관의 민간인 통제

의 역할 중 특히 ‘군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과 ‘국제법이 부가하는 인도적 의무를 수

행’하도록 한다는 점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을 우선할지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이

었다. 그런 경우 두 책임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미8군 사령부 

행정명령서와 각 연대의 명령서는 “지휘관이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선에서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체로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투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보다 두드러졌다.

예컨대 1951년 1월 3일, 유엔군이 오산-제천-영월-삼척선으로 후퇴하게 되자, 미8군 사

17) NARA, RG 550, Entry A-1, Box 80, Organizational Files, 8086 MHD,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June 1950 and December 1950 to January 1951.”

18) NARA, RG 407, E-429, Box 3186, 7th Inf Div. Administration O No. 8, Hq 7th Inf Div, 071200, 
Jan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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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관 회의에서 리지웨이는 미1군단 및 미9군단장에게 주민의 이동을 제지할 전권을 주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통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에 대해 사격을 가하거나 공중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었다.19) 리지웨이 사령관은 이 같은 결정을 한국군에게 통보

하여 민간인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또한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대사와의 통화에서

도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는 또한 이 날 작전 회의에서 교전법규를 모르는 공산군이 

피난민의 이동을 이용하여 잠입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퇴각 시 민간인들이 유엔군의 퇴

로를 막는 일이 없어야 함을 지시하였다. 즉, 군사상의 필요를 위해서 피난민의 이동 자체

를 엄금할 뿐 아니라 사격과 공중지원까지를 요청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지웨이는 1월 5일 맥아더에게 피난민의 이동 통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남한의 민간인들을 자신들의 마을에 남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주한 미 대사 무초에게 의견을 묻도

록 요청하는 것이었다.20) 그리고 그는 메시지에서 “(민간인들이 마을에 남는 이외의) 다른 

방법은 대규모의 참사와 아군의 어려움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하였다.21) 리지웨이가 

자신의 조치와 관련하여 무초 대사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피난민 이동 통제 문제의 심각성

이나 그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난민 이동 제지권에 대한 리지웨이 결정은 6개월 전인 전쟁 초기 1950

년 7~8월에 이미 논의되고 실행된 바 있었다. 대전 함락 시기인 1950년 7월 25일 오후 6시, 

‘한국인 피난민 처리 계획과 절차에 관한 회의’가 임시수도 대구에서 진행되었다.22) 이 회의

에서 미 육군, 주한미대사관, 남한정부, 경찰청의 각 대표들은 피난민의 이동 통제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에 합의했다.23) <사진 2>의 문서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United State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USAMHI), Box 70, 8th US Army Series 3 Official 
Papers, Matthew B Ridgway Papers, Commanding General Daily Historical Report, 3 Jan 1951.

20) USAMHI, Box 70, 8th US Army Series 3 Official Papers, Matthew B Ridway Papers, “To Scoth 
Five”, Jan. 5, 1951.

21) USAMHI, Box 70, 8th US Army Series 3 Official Papers, Matthew B Ridway Papers, Outgoing 
Message to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Jan. 5, 1951.

22) 한편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대전을 임시수도로 정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8월 18
일까지 대구를 임시수도로 하였다.

23) 이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노블(Harold J. Noble) 미 대사관 1등 서기관, 쉐르바허(Marcus 
W. Scherbacher) 대한민국 정부 파견 유엔군 후생고문관, 김갑수(내무부 차관), 이계무(내무부 
비서실장), 최 C. S.(사회부 차관-최창순), 김태선(치안국장), 삭스(Sachs) 대령(미8군 헌병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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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국 국립경찰의 소규모 연락단이 모든 피난민의 흐름 및 이동 통제에 관해 지휘관
을 지원하기 위해 미8군사령부와 각 사단 사령부에 배속된다. c. 도시나 마을 간의 피난민 
이동은 집단이든 개인이든 권한을 가진 지휘관의 동의 없이는 불허한다. d. 미8군 사령관
이나 사단장의 명령에 의해 피난민 이동(도시간의 소개)이 이루어진다. (…)24)  

이후 월톤 워커(Walton Walker) 미8군사령관은 이 합의 사항을 승인하고, 한국정부의 

신성모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피난민에 관한 한국

과 미국 간의 지원 협조가 이루어졌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25)

그러나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위의 공개된 내용과 같은 포괄적인 정책만을 합의한 것은 

킹튼(Tarkington) 대령(미8군 G-2), 플랴허티(Flaherty) 소령(미8군 CIC), 맥거번(McGovern) 소
령(미8군 G-1).

24) NARA, RG 338, Box 729, “ Control of Refugees”, July 26 1950: [No Gun Ri File 8511-00-
000250]. 이 회의의 결과는 7월 26일자 1기병 사단 작전부 문서에서도 드러난다. NARA, RG 
338, Box 237, 28Th Infantry Division G-Section, 1St Cav. Div, July 26 1950: [No Gun Ri File 
8511-00-00459].

25) NARA, RG 338, Box 729, “CG EUSAK to CINCFE, Message”, July 26 1950: [No Gun Ri File 
8511-00-00250].

출처:  NARA, RG 338, Box 729, “ Control of Refugees” July 26 1950: [No Gun Ri File, 8511-00-
000250].

<사진 2> 1950년 7월 26일, ‘한국인 피난민 처리 계획과 절차에 관한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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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7월 26일 무초 대사가 전날의 피난민 대책회의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딘 러스

크(Dean Rusk) 국무부 동북아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미군 진지로 접근하는 피난

민에 대한 사격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26) 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북쪽 최전선 주위에 전단을 뿌려, 남쪽으로의 이동을 경고하고 또한 이동 시 사
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만약 피난민이 미군 전선 북쪽으로 온다면 위협사
격을 할 것이며, 그래도 계속 이동한다면, 피난민에게 사격을 해야 할 것이다. (…) 한국 피
난민의 모든 이동은 해질녘까지 모두 종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이동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총살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27)

이상의 무초 대사가 언급한 피난민 발포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당시 제5공군본부의 

작전참모장이었던 로저스(Turner C. Rogers) 대령이 팀버레이크 제5공군 부사령관에게 보

낸 1950년 7월 25일자 ‘민간 피난민 기총사격에 대한 정책’ 보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로

저스 대령은 이 보고에서 “육군이 아군 위치로 접근하고 있는 모든 민간 피난민들을 공군

에게 기총 사격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의 실행으로 인해 “미 정부가 UN과의 관계에서 

난처하게 될 것”이므로 “제5공군은 민간 피난민 무리 속에 북한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

는 이들이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피난민들을 공격하

지 말라는 지침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28)

로저스 대령의 이 메모는 7월 25일 대구의 대책회의 이전에 이미 미 육군이 미군 진지로 

접근하는 피난민에 대한 발포 명령 등의 치명적 무력 사용을 공군에게 요청하였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피난민 통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사격이 필요할 수도 있

다는 암묵적 합의가 미8군과 공군의 상급 지휘관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점도 확인된다

(Lanz 2007, 29-30). 그러나 동시에 이 보고에서는 전투상황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살상에 

26) 이 서한과 관련하여 란츠(Sahr Conway Lanz 2007, 31)는 “이 대책회의는 미 대사에게 남한 피난
민은 절대 사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어떠한 
사항으로 인하여, 미 대사는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피난민이 사살될 수 있다’는 묵계가 존재했
음을 판단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7) NARA, RG 59, Central Decimal Files 1950-1954, Box 4266, “Muccio to Rusk,” 26, July 1950.
28) “Poplicy on Strafing Civilian Refugees,” Jul 25 50, Memo to General Timberlake, Colonel T.C. 

Rogers, HQ 5AF Advance (노근리사건조사반 2001,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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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에 대해서 공군 지휘관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조종사 딘 헤쓰(Dean E. Hess)는 25사단과 대치한 북한군을 교란시

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락장교의 지시에 따라 목표물에 기총공격을 가하였으나, 

이 대열이 피난민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Hess 2000, 186-187).

이러한 로저스 대령의 건의에 따라, 이후 피난민에 대한 공군의 변경된 지침이 내려졌

다는 문서나 진술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 측 노근리 조사보고서에서는 “피난민

에게 의도적으로 사격을 가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지만(US Army Inspector 

General 2001, 29-33), 육군이 미군진지에 접근하는 민간 피난민에게 발포 명령을 직접 지

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구 회의가 있었던 다음날인 7월 26일, 25사단 킨(William Kean) 

사단장은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각 부대에 전투지역 주변으로 이동하는 모든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해 발포할 것”임을 (한국)국립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29)

이러한 킨 사단장의 명령 이후, 이 사격 지침은 암묵적인 정책이 되었다. 7월 27일자 25

사단 문서에는 “대전 남동부의 전투지역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을 일단 소개시키고 난후, 

그 지역에 민간인 복장을 한 어느 누구에게라도 발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30) 7월 28일

자 24사단 포고문에도 “일몰 후 일반 시민들의 야간통행은 엄격히 금지한다. 이 포고를 위

반해 발생하는 시민의 부상에 대해 본 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31) 12월 2일자 7

기갑연대 일지에도 “아군의 전선에 들어오려는 모든 피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발포할 것”

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32) 12월 30일자 연대일지에도 “밤에 흰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민

간인에게 발포할 것임. 야간 통행금지를 민간인들에게 알리고, 일몰 후 밖에 있는 민간인

에게 발포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33) 1951년 1월 8일 이후에도, 7사단 32연대 관할 지

역의 피난민들은 야간에 관할 연대의 허가 없이 이동하게 되면, 적으로 간주되어 사살되었

다.34)   

유엔군 총사령관 명의의 <사진 3>의 삐라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29) NARA, RG 407, Box 3746, 25Id History, July 26 1950, [No Gun Ri File 9123-00-00262].
30) NARA, RG 338, Box 766, 25Th Infantry Division Daily News, July 27 1950, [No Gun Ri File 

9123-00-00550].
31) NARA, RG 407, Box 3486, 24Th Id G-2 Jrnl, July 28 1950, [No Gun Ri File 9123-99-00070].
32) NARA, RG 407, Box 4431, 1Cd 7Cav, Dec. 2 1950, [No Gun Ri File 9123-00-00227].
33) NARA, RG 407, Box 4431, 1Cd 7Cav, Dec. 30 1950, [No Gun Ri File 9123-00-00228].
34) NARA, RG 407, Box 3252, 7th Inf. Div. 32nd Inf. Reg. Command Report, 1-31 January 1951, 

32nd Infantry Regiment Command Report for 8 Ja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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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는 1·4 후퇴기에 뿌린 것이다.35) 그 내용은 “피

난민의 이동을 엄금”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든

지 혹은 행길을 떠나 산속으로 머물”라고 명령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행렬을 막

론하고 유엔군 쪽으로 오는 자는 총살”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군지휘부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에게 치명적 무력 사용을 허용하게 된 군사적 

필요성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피난민에 대한 

이러한 발포 명령은 전황이 불리했던 1950년 7~8월

과 1951년 1월에 가장 극심했다. 즉, 이 시기 미군은 

피난민이 유엔군의 보급선이나 퇴로를 막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미군의 피난민에 대한 발포 이유는 공산군의 침투

작전과 이를 위한 민간 피난민의 활용 및 위장, 그리

고 미군이 북한인과 남한인을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

문이었다. 1950년 7월 29일자 제5공군 정기정보보고

서는 “북한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전선을 통과해 군의 후방에서 

재조직하여 교란하고 있다”고 지상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8월 1일의 25사단 정기정보보

고서에서도 “적이 피난민을 이용하고 있다. 여자, 아이, 노인들로 구성된 200명의 피난민

을 앞장 세워 혼란을 가중케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36) 특히 이 시기 25사단에서 8군 사

령부로 보낸 보고에 따르면, 미군은 “적의 첩보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외모, 같은 언어, 같은 성을 쓰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미군은 “아군 전선으로 침투했던 그들(북한첩보원)을 PIW(people in white)라고 명명

하고, 사단 사령관은 이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37)

북한군이 피난민을 이용한다는 정보는 8월 16일에 이르면, 동경 맥아더사령부에서 미 

35) NARA, RG 407, Box 1145, EUASK Book part 7, Assistant Chief of Staff G-2, Jan 1951.
36) NARA, RG 338, Box 766,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20, Inf Divs 40-67, August 1 1950: 

[No Gun Ri File 9123-00-00551].
37) NARA, RG 407, Box 3746, 25 ID History Book 1, July 1950: [No Gun Ri File 9123-00-00239].

출처:  NARA, RG 407, Box 1145, 
EUASK Book part 7, Assistant 
Chief of Staff G-2, Jan 1951.

<사진 3>  피난민의 이동을 금지한 

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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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국방부로 보내는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육상에서는 수레와 우마차를 이용해 민간인들이 보급품을 나른다. 여기에 기총소사를 
하면, 불이 나고 폭발한다. 민간인 거주지에 군사 무기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가 확
인되면, 이를 파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민간 경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의 무기에 한정해 엄격하게 파괴할 필요가 있다.38)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맥아더 사령부의 보고나 로저스 대령의 건의에서 확인되듯이, 미

군사령부는 위장한 공산군의 침투 위협을 막기 위해 지시한 피난민에 대한 발포로 민간인

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

은 민간인으로의 위장을 가능케 할 여지가 있는 피난민의 집단 행렬, 그리고 무기 은닉이 

가능한 민간인들의 우마차, 손수레 등에 대한 발포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였다. 

미24사단 헌병대장 윌리엄 룩(William Luk)은 당시 현장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작전지역 내에 있던 피난민들은 지난 1950년 12월에 발생한 피난민(1·4 후퇴)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점은 그 피난민들이 중공군과 섞여 있다는 점이었
다. 중공군들은 피난민들을 이용하여 미군의 정보(위치, 규모 등)를 알아냈으며, 때로는 
피난민을 방패삼아 철수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미 24사단과 미 7사단의 포위망에서 민
간인만을 따로 추려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포위망 안의 중
공군과 피난민을 모두 포위망 밖으로 빼내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넘쳐나는 피난민들은 
교통난의 주범이었다(조상근 2008, 75-276).

요컨대 미 헌병대장의 이러한 인식은 1·4 후퇴의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공군에의 지원 

요청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난민을 이용하고 방패삼는 적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섞여 있는 피난민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군사작전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군사적 필요성과 민

간인 안전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38) NARA, RG 218, Box 93, Record Of The Us Jcs, August 16 1950: [No Gun Ri File 9123-00-
00632].



220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2)

IV. 정의로운 전쟁이론의 비전투원 면제 원리와 공중폭격 피해 

다음은 왈쩌의 정의로운 전쟁이론과 국제인도주의법 맥락에서 경기지역의 민간인 피해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왈쩌는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전쟁 수행의 “근본

적 원칙”이라고 주장한다(Walzer 1977, 135). 그는 이러한 인권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으로

부터 군인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과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의 금지를 도출하였다. 첫 번

째 전쟁규약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인은(그들이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군인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적군을 죽일 수 있

는 권한도 가지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Walzer 

1977, 138). 두 번째 전쟁 규약은 “비전투원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즉 다시 말하면, 전투원과 비전투원에 대한 구별의 원칙과 전투에서의 비전투원의 면

제 원칙이다. 

그런데 전쟁 수행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의 근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

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투행위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왈쩌는 “이중효과의 원칙”을 다룬다

(Walzer 1977, 153). 이중효과의 원칙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투행위는 나쁜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여기에 보완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 효과는 단지 두 가지 결과가 두 

가지 의도(double intention)의 산물일 때에만 옹호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선”이 성

취되고, 두 번째는 예견할 수 있는 악이 가능한 한 축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행위자의 의도가 좋아야 한다. 즉 그는 오직 수용할 만한 결과를 엄밀히 목표로 해야 
한다. 나쁜 결과가 그러한 목적의 하나여도 안 되고, 그러한 목적의 수단이어도 안 된다. 
발생할 나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한 손해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Walzer 1977, 155).

이러한 보완을 거쳐 왈쩌는 “만약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

에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Walze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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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나아가 그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위험의 한계는 민간인들의 의도되지 않은 죽음과 합법적인 군사 작전 안”이라고 하였다.

왈쩌는 군인이 민간인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전자는 2차 세계대전에서 공습 대신에 특공대의 기습을 시도한 사

례이다. 이 사례는 전투원들이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

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기준을 시사한다. 1943년에 노르웨이 특공대가 점

령된 노르웨이 페어몽크 지역의 중수공장을 파괴했다. 그 특공대는 영국 특수임무부대 소

속이었다. 그들은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중수의 

생산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영국과 노르웨이 장교들은 공중공격과 

지상공격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

이 민간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공대

에게는 위험한 일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34명이 죽었다. 더 적은 인

원으로 구성된 두 번째 시도에서 그들은 사상자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Walzer 1977, 157-

159).

후자의 사례로는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사례를 들고 있다. 왈쩌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폭격보다 수색을 선행해야 했지만, 그 반대로 탱크 공격과 항공기 

폭격을 앞세워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Walzer 1977, 154-155). 왈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의로운 전쟁에서 군사 목표물에 폭격을 가하고자 하는데 민간인들이 그 근방에 거주
한다면 폭격정책을 수정해서 민간인들의 위험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물론 상호 간의 위
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아군 조종사들에게 자살공격과 같은 행동
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Walzer 2004, 42).

왈쩌가 주장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1951년 

1월 경기 지역에서 폭격 피해를 당한 홍○○와 이○○는 “미군이 공중에서 폭격을 먼저하

고, 이후 육상에서 여러 차례 포를 쏜 다음 마을에 진주했다”고 진술하였다.39) 아래에서는 

39) 홍○○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산, 신갈 쪽에서 미군이 들어왔다. 1월 22~25일경에 대지
마을에 탱크 앞세우고 미군이 진주했다. 논바닥에 포를 수십 대 진열해 놓고 있었다. 탱크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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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쩌의 정의로운 전쟁이론과 국제인도법에 기반하여 용인 현암과 풍덕천·대지 마을의 사

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951년 1월 11일 이후 15일까지 실행된 이 지역의 공중폭격은 남하하는 중국군의 격멸

을 의도한 것이지만, 실제 ‘무방비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진

실화해위원회 2009). 헤이그 육전규칙 제25조는 “어떤 형태로든 무방비 마을의 거주지, 건

물 등에 대한 포격(폭격)은 금지”하고 있으며, 공중전에 관한 헤이그 규칙 초안 제22조에

는 “지상군의 작전지역과 인접한 시가지 마을, 부락, 거주촌 혹은 건물을 폭격하는 경우에

도, 그러한 군사요충지의 폭격이 민간인 피해를 감안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에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왈쩌의 민간인 최소 희생의 원칙과 공중전에 관한 헤이그 규칙에 비추어 경기지역 공중 

공격의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이 마을에 대한 공격이 군사작전상 

필요했는가, 둘째, 마을의 공중폭격에 앞서, 미군이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에 대한 사전 정찰 및 정보수집, 그리고 피난조치 및 소개 의무 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

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 공군의 임무보고서에 따르면, 1월 11일 이후 이 지역의 공중폭격은 “마을의 병력과 보

급품”을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51년 1월 11일 대지 마을 폭격과 관련하여 홍○○는 

“대지 마을 폭격 때, 웅덩이(폭탄 구멍)가 파졌고 민가가 불탔으며 기총소사도 같이 했다”

고 진술했다. 이○○은 이 날 폭격으로 “대지마을이 73호 중 3호 남기고 모두 탔”으며, “왕

개미 알같이 생긴 기름폭탄에 의해 대지마을이 불바다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대지 마

을에 네이팜탄을 터뜨린 것은 1월 11일자 임무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미군은 이날 민

간인 거주마을을 무차별적으로 소각하였다.

그런데 미군이 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것은 주민들이 거주하던 마을에 중국군이 

주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월 5일부터 대지마을에 피난하고 있었던 홍○○는 중국

군의 주둔 상황에 대해 “중공군 10여 명 나는 직접 목격했는데, 그 숫자는 많지가 않았다. 

대지마을 폭격 날, 나는 울타리 밑에 중공군과 같이 숨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40) 1월 

15일에 현암 개천에서 사고를 당한 이○○는 또한 “우리 건너 방에 중공군이 기거했다. 우

대 들어오면서 포를 쏘았다. 그리고 도로 나갔다. 두 서 너 번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 포신을 
대지마을로 대고 한 두 차례 쏘았다”(진실화해위원회 2009, 473).

40) 「신청인 홍○○ 녹취록」 7, 2008.01.24(진실화해위원회 2009,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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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집이 연대본부로 사용되었다. 통역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41) 즉, 두 진술에 따르

면, 중국군은 대지마을에서는 1월 6일-7일경부터 11일까지, 그리고 현암 마을에서는 1월 

15일 폭격 당일까지 마을 민가와 뒷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홍ㅇㅇ도 이 점과 관련하여 “대

지마을과 풍덕천리는 민가를 목표로 해서 폭격했다. 1월 11일 대지마을 폭격은 중공군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폭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중공군 숫자는 많지가 않았다. 

내가 피난한 집에는 중공군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4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미군은 1월 11일-15일 기간에 중국군이 마을에 주둔한다

고 판단한 다음, 그것을 목표물로 삼아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군 측 임무보

고서의 관측 내용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다르다. 임무보고서의 중국군 병력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월 11일, 대지 마을, 적군 50여 명 사살, ② 1월 13일, 용

인 지역 6000여 명 적군 보고(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y) 보고), 공

중관측관 1500여 명 발견, ③ 1월 15일, 용인 북쪽 지역 마을 200여 명 병사 발견, ④ 1월 15

일 오전 10시, 현암 마을에 있는 약 200명 병사 공격, 100여 명 사살(진실화해위원회 2009, 

470). 

그러나 홍○○는 대지 및 풍덕천 마을에 중국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국군의 그 수

는 임무보고서와는 달리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였다. 오히려 마을에는 피난하지 못한 

민간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경기지역의 피난민들 일부도 이곳에 피난을 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민가에 무차별폭격을 감행한 것은 민간인 희생을 최소

화하기 위한 미군의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중국군의 규모에 대한 

이들의 진술과 임무보고서의 보고 중 어느 측이 올바른 정보인지는 확인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임무보고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마을에 쌓아둔 볏단이나 나뭇가지

로 위장한 차량이나 보급품 등을 중국군 병력 주둔을 보여주는 중요 단서로서 인식하고 

이를 폭격 목표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급품 집적소가 눈에 뛸 정도로 관측될 

수 있었는지 회의적이지만, 남한의 촌락과 농촌 민가에 있었던 볏단을 그것과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눈으로 덮인 1월의 한국의 농촌의 경우, 그 구별

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급품 집적소를 공격했다는 전폭기들의 보고는 대체

41) 「신청인 이○○·참고인 최○○ 녹취록」 7, 2008.01.16(진실화해위원회 2009, 469).
42) 「신청인 홍○○ 녹취록」 13, 2008.01.24(진실화해위원회 2009,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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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을 전반 또는 마을 내 특정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것을 기술한 것이며, 이러한 

미군의 공중폭격은 마을 주민이 소개되지 않은 한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작전이었다.

다음은 미군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이 지역 폭격 작전을 피할 수 없었

다면, 작전에 앞서 민간인에 대한 소개 의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민간인 피난민들은 공중공격의 양상이나 위험성에 대한 지식

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정부나 군으로부터 피난 요령이나 정보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홍○○도 “한강 건널 때, 삐라 사전경고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비행기 폭격은 

미군에 의한 폭격만 있었는데, 아군진지였기 때문에 비행기 폭격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43)

그러나 한편 대지마을의 상황과는 달리, 현암 마을에는 대대적인 공중폭격에 앞서 미군

이 나름대로 소개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 이○○는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어느 아군 정보원이 와서 얘기 했는지 알 수 없다. (…) 우리 집 옆에 이ㅇㅇ이라고 살고 
있었다. 미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은 폭격있을 테니까 개천으로 가라고 했다. 당시 걔 
나이가 11세였다. “동네 죄 알리래요” 했다. 누구한테 들은 것인지 모른다. 삐라를 본 적은 
없다.44)

위 진술에 따르면, 당시 11세의 이○○이 동네에 어디로부터 내려왔는지 알 수 없는 주민

의 소개지시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폭격 직전에 미군이 주민 소개를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개 조치는 너무 불충분한 것이었다. 제네바협약(1949) 

제17조에는 전시에 ‘부상자, 병자, 허약자, 노약자,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위지역 또는 공격

지역으로부터 소개하는 것을 권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헤이그 육전규칙 제26

조에는 “군사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공격하는 지휘관은 폭격 전에 당국에 통보하도록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작전문서에도 피난민의 통제와 보호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

제법이 부가하는 인도적 의무 수행을 위한 미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한 미25사단 27연대 및 한국군 1사단 지휘관들은 소개 의

43) 「신청인 홍○○ 녹취록」 2, 2008.01.24(진실화해위원회 2009, 471).
44) 「신청인 이○○·참고인 최○○ 녹취록」 12, 2008.01.16(진실화해위원회 2009, 471).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225

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인의 이동을 엄금하는 삐라만 있었지, 공중폭격 시 안전을 위해 민간인

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삐라는 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소개 정보를 

접한 현암 마을의 주민들은 항공기에서 민간인 식별이 가능할 것 같은 개활지인 개천으로 

폭격을 피해서 나갔지만, 오히려 큰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군 격멸의 군사적 필

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대지마을처럼 소개 명령 없이 민간인 거주 마을에 일방적

으로 폭격을 가한 것이나 현암 마을처럼 일부 소개 명령을 전달받고도 개활지로 나선 피난

민들에게 폭격을 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리지웨이 미8군 사령관은 파괴정책의 기준을 지시했다. 1951년 1월 2일, 그는 각 군단장

에게 “남한에서의 파괴정책”이라는 지시서를 하달했다. 이 지시서는 파괴정책의 적법한 목

표물을 군사시설 및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전신·전화·항만시설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 기반 시설과 적군의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정책적으로 

금지했다.45)

그러나 전체적으로 리지웨이의 정책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전쟁기 공중폭격 대상

의 선별에 대한 미군의 정책은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미 공군기록을 보

면, 전쟁 발발 1개월이 경과된 시기를 전후하여 미군 항공기의 공중폭격 목표물은 현격히 

변경되었고, 특히 1951년 1월 4일 후퇴 시기에는 공중 공격 목표물이 더욱 확대되었다. 즉, 

인민군의 군사목표물만이 아니라, 게릴라 및 인민군 병력이 은둔해 있을 수 있다고 의심

되는 마을 민가, 도시 등에 대해서도 공중공격이 확대 실행되었다. 더욱이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이 침투해 있던 지역에는 민가 등의 주거지와 상관없이 초토화 정책(scorched earth 

policy)을 실행하였다.

왈쩌는 전쟁 수행에서 전쟁의 목적인 승리와 무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금하며, 또한 

승리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끼치는 위해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전쟁수행을 최소한 합리적으로 만듦으로써 전쟁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45) USAMHI, Matthew B. Ridgway Papers Series 2, Box 9, Correspondence Official; USAMHI, 
Almond Papers, Box 87, Letter from HQs EUSAK to Corps Commands, 2 Jan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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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은 전쟁 초기 국제법 틀 내에서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표명

했다. 1950년 7월 4일, 유엔사령관 맥아더는 “현재 나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군대에 의해 

억류된 북한 군인이나 기타 민간인들은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문명국가들이 적용하고 승

인한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라고 선언했다(Taubenfeld 1951. 조시현 2008, 

146에서 재인용). 또한 “여러 협약들의 인도적 원칙, 특히 1949년 제네바 협약 제3조를 지

침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였다(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52. 조시현 

2008, 146에서 재인용).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그 후 여러 차례 확인된다. 특히 1950년 7월 

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 중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1949년 제네바 

9개 협약,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의 적용부분과 기타 적절한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46) 

하지만 한국전쟁 중 특히 1950년 여름과 1951년 겨울 시기에 미군이나 한국군은 민간인

들의 공중폭격 피해에 대한 보호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을 실행해야 했다. 

이 점은 미군의 피난민 통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은 피난민이 유엔군의 퇴로를 

막거나, 공산군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침투하는 것을 우려하여 민간인의 이동 자체를 금

지하였고, 특히 미군 지휘관은 미군 진지로 접근하는 피난민의 집단 행렬, 그리고 무기 은

닉이 가능한 민간인들의 우마차, 손수레 등에 대한 발포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서울·경기 지역 피난민의 경우와 같이, 안전한 피신처로 이동하는 것을 봉

쇄당한 피난민들은 미군과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대대적인 폭격지

역 및 소각작전 지역에 머물다가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60여 년이 지났다. 오늘날의 군사작전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

라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될 여지는 훨씬 많아졌다. 민간인 사상자들이 최소화되고, 부수적

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기술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징후도 보인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정의롭게 싸움으로써 민간인들의 반감을 사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전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Walzer 2004, 10). 

46) UN Doc. S/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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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이성적 설명’ 속에 민간인에 대한 

책임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군 지휘관의 ‘외부로의 책임’과 ‘아래로의 책임’ 사이

의 충돌, 즉 민간인들을 향한 책임과 자기 휘하 군인들을 향한 책임 간의 충돌이다. 이와 

관련하여 왈쩌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병사와 장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명령체계 속에서 길러지거나 부과되지 않는 일종의 분별력

(sensitivity)”이라고 주장하였다. 왈쩌가 말한 ‘일종의 분별력’은 앞에서 살펴본 경기지역 

폭격 사례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폭격보다 수색을 선

행해야 했지만, 그 반대로 탱크 공격과 폭격을 먼저 실행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 작전에

서의 ‘수색’―사전정찰, 소개 조치 등―은 ‘일종의 분별력’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간인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전쟁의 와중에

서도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별력은 군인으로서의 책무 수행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왈쩌는 “군대 업무가 종종 야기하는 피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군인의 책무 수행을 용이

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도덕철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Walzer 2004, 32). 정의

로운 전쟁 이론은 극도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이 이론은 정치가와 군 지도자들에게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적국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투고일: 2011년 12월 15일

심사일: 2012년 01월 09일

게재확정일: 2012년 01월 30일

   

참고문헌

1차 문헌

공보처 통계국. 1950. 『檀紀4283年自6月25日至9月28日(6·25事變中)서울特別市 被害者名簿』.
AFHRA MI-Roll No. ID 0487.
NARA. RG 59, Central Decimal Files 1950-1954, Box 4266. 
NARA. RG 338, Unit Histories 1940-67, E-37042, Box 3128, Box 3629. 
NARA RG 342 Series: Mission Reports of US Air For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Ear, Box 



228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2)

31.
NARA RG 342 Series: Records of the Engineering Division, Air Material Command, Wright-

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Case Files, ca.1921.-
ca.1953.

NARA RG 407, Army A-G Command Reports 1949-54, E-429, Box 386, Box 1145, Box 3186, 
Box 3252. 

NARA. RG 550, Entry A-1, Box 80.
No Gun Ri File: 8511-00-00250; 8511-00-00459; 9123-99-00070; 9123-00-00227; 9123-00-

00228; 9123-00-00239; 9123-00-00262; 9123-00-00550; 9123-00-00551;  9123-00-00569;  
9123-00-00632.

No Gun Ri File: Fifth Air Force, Office Of Tactical Air Research And Survey. 
UN Doc. S/2232.
USAMHI Matthew B. Ridgway Papers Series 2, Box 9, Box. 70
USAMHI Almond Papers, Box 87. 
US Department of State.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남북한관계 사료집 16: 대한민국 내정에 관

한 미 국무부 문서 I』.

2차 문헌

김동춘. 2006.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노근리사건조사반 편. 2001. 『노근리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박명림. 2011.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서울: 나남.
정병준. 2008.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제14

권, 133-171.
정일권. 1986. 『정일권 회고록: 6·25 비록 전쟁과 휴전』. 서울: 동아일보사. 
조상근 편역. 2008. 『한국전쟁에서의 전투지원』. 서울: 범한서적. 
조시현. 2008.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민주법학』 37권, 129-

171.
중앙일보사 편. 1983. 『민족의 증언』 4권. 서울: 중앙일보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편. 2009. “경기지역미군폭격사건.” 『2008년하반기조사보

고서 2(2008. 7. 9~2009. 1. 5)』.
허정. 1979. 『내일을 위한 증언』. 서울: 샘터. 
Hess, Dean E. 이동은 역. 2000. 『배틀 힘』. 서울: 감자. 
Lanz, Sahr Conway. 2007. “No Gun Ri and the Issue of Orders.” 제1회 노근리 국제 평화학술대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229

회. 서울. 8월.
Mossman, Billy C. 1990.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Taubenfeld, Howard J. 1951. “International Armed Forces and the Rules of Wa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5. No.4, 671-679.
US Army Inspector General.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2. 『노근리사건 미측최종보고서』.
Walzer, Michael. 1977. Just and Unjust Wars. New York: Basic Books.  
   . 유홍림 외 역. 2004. 『전쟁과 정의』. 서울: 인간사랑.



230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2)

ABSTRACT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Korean War:
Focused on the Refugees and Air Bombing Cases

 Suh, Hee Kyung |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civilian damage of the Korean War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peace. Specifically, I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refugees and the air bombing 

cases during the Korean War.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o early January 1951, the 

ROK Army and the US Army had difficulties in controlling the inflows of refugees into the 

battle front. The US Army conducted the control policies including evacuation and moving 

limit, and had used fatal weapons on the refugees if there were no choices left. Therefore, 

the US Army had to face the matter of choice whethe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solders 

took precedence over the obligations for civilians abided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 many soldiers should sacrifice their lives to fulfill humanitarian obligation for 

civilians? If a 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military necessity, how much degree of 

injury could be allowed to the non-combat civilians? In this article, I mainly intend to 

explore the argument of Michael Walzer in order to have a frame of references on these 

topics. According to Walzer, today’s military operation has much room to evaluate the 

military dimension as well as the moral dimension. The moral consideration for civilians is 

important decisively for the extensive support to the war as well as the military victories. 

In this regard, Walzer asserts that “we have to insist upon the risks that soldiers must accept 

and that their officers must require. What is necessary is a certain sensitivity that the chain 

of command does not ordinarily elicit or impose.”

Keywords: human rights, peace, Korean War, refugees, air bombing, Michael Walzer, 

Just War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