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권 2호 (2000)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19

〈기조발제〉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

조     시     현
*

68)

I. 들어가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전쟁은 엄청

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은 채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해결되어야할 많은 문제를 남

기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여전히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학문적, 역사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실천면에서도 과거청산뿐만 아니라 분단의 극복과 평화의 구축이라는 엄중한 시대

적 과제와 연결된다.1) 이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50년의 전쟁이 가

져온 문제들의 복잡성과 현재성은 이 전쟁과 그 부산물의 이해에 있어서 시대마다 

보는 이의 관점과 입장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낳고 있다. 먼저 이 전쟁을 가리키는 

말로는 ‘6․25’ 또는 ‘한국(조선)’을 사변, 동란, 전쟁 등의 용어와 다양하게 조합한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국제전, 내전, 민족해방전쟁, 유엔의 집행행동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2)

국제법의 차원에서도 한국전쟁3)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현재 한반도의 통일, 

북한의 국가성(statehood)과 승인, 재개된 미군의 주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 誠信女子大學校 法學科 助敎授

1) 한국전쟁이 국제적으로 미친 향에 대한 관심으로는 ‘동북아시아전쟁’ 또는 제3차 세

계대전으로 규정하려는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
전쟁(창작과 비평사, 1999);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2) 예컨대 이정식, “한국전쟁, 국제전인가 국내전인가 ―6․25 40년, 한국전쟁의 기원―”, 

신동아 1990년 6월호(통권 제369호), 414쪽; 라종일, “한국전쟁연구, 다시 시작해야 한

다”, 신동아  1992년 8월호(통권 제395호), 168쪽. 또한 이춘근, “한국전쟁에 관한 문헌평

가”, 통일문제연구(1990.6), 340쪽;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12권(경남대, 1990), 215쪽 참조.

3) 이 에서 택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전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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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대북식량지원과 경제협력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장기수와 전쟁포로의 송환,4) 

국군유해발굴 문제5)와 전쟁전후 양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수한 인권유린6) 등의 문

제와도 접한 관련이 있다. 그 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한국학계에서의 논의는 그 성격을 국제법상의 ‘전쟁’(war)으로 볼 것인가, 유엔의 

관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전쟁 중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는 무엇인가, 휴전협

정7)은 무엇이고 현 상황은 전시인가 평시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현대국제법의 전쟁 일반에 대한 접근이 

전통국제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데에서 어려움과 혼란을 더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use of 

force)를 금지하며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를 수립한 유엔헌장이 채택되었다.8) 또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끝에 38선을 중심으

로 통일을 지향하는 두 체제로 분단되어 남과 북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짐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사이에 적

용되는 법이라는 고전적인 국제법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이 은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을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 원칙이 한국전쟁의 개시와 진행에 있어서 가졌던 역할 

그리고 휴전이후의 상황에서의 적용문제를 참전당사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우선 1950년의 규범상황의 이해를 위해 유엔헌장 채택이전의 전통국제법에 있

어서 전쟁이 가지는 법적 의의를 간단하게 보기로 한다.

II. 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국제법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4) 예컨대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관련 국제법규의 검토―”, 서울국제법연
구 제4권 1호(1997), 1쪽.

5) 김명기, “국군 포로의 송환과 유해의 발굴․인도문제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한국
전쟁 50년이 남긴 국제인도법적 문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자료집, 

2000.5. 24), 25쪽.

6) 이장희, “전시 민간인피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앞의 책, 1쪽; 졸고, “국제법상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귀속”, 제주인권학술회의 자료집(한국인권재단 주최, 

2000.2.).

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

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UN Document. S/3079와 A/2431.

8) 국제연합(UN)헌장, 조약 제1059호(1991.9.18 한국에 대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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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 다.9) 전쟁은 사실상의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역에도 들어와 국제

법은 전쟁시의 법과 평화시의 법으로 구분되었다.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와 여타의 국가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법체계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법적 개념으로서 전쟁의 존재가 인정되

면 당사자 사이의 교전(交戰)행위에 전쟁법(the laws of war)이 적용되고, 이들 사

이의 교역, 외교, 조약관계와 같은 비적대적 관계는 정지되거나 종료되는 등 향을 

받으며, 이들과 제3국과의 관계는 중립법(the law of neutrality)의 규율을 받게되었

다.10) 이와 같이 전통국제법은 국가가 전쟁을 통하여 평시에는 취할 수 없는 권한

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쟁개념은 실제적인 문제해결

을 위해 고통스럽게 인정된 개념임을 간과할 수 없다.11) 

자주 언급되는 전쟁의 정의로는 오펜하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사이에 서로

를 힘으로 제압하고 승전국을 만족시키는 평화의 조건을 부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군대를 통한 투쟁”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12) 그러나 위와 같은 종합적 결과를 

가져오는 기술적 의미에서의 전쟁은 대규모의 적대행위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

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국의 의도에 달려있게 되어 실제 심각한 충돌

상황일지라도 전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교전행위가 없는 전쟁상태도 존재하게 되

었다. 실제에 있어서 전쟁은 선전포고나 전쟁상태(state of war) 선언과 같은 명시

적인 방법으로 개시되기도 하지만13)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어서 전통국제법에 

있어서도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전쟁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교전국의 전쟁

의사(animus belligerendi)를 강조하든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하든 어떠

한 정의도 국가관행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목적에 타당한 일반적인 전쟁개

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14)

한편 근대에 들어와 도덕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발전한 반전(反戰)․평화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서야 비로써 국제법의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15) 전후 

9)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Clarendon Press, 

1963), 14-18쪽.

10) Christopher Greenwood, “The Concept of War in Moder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terly, 

vol. 36(1987), 283, 284-5, 294-295쪽 참조.

11) 같은 , 305쪽.

12)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I(7th ed. by H. Lauterpacht, 

Longman, 1952), 202쪽.

13) 1907 Hague Convention relative to the Commencement of Hostilities; 번역문은 김정

건 외(편), 국제조약집(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751쪽.

14) Brownlie, 앞의 책, 27, 40쪽; Greenwood, 앞의 , 286-287쪽.

15) Arthur Nussbaum, A Concis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rev. 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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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고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열띤 논의는 국제연

맹을 만들어 국가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전쟁에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수

렴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체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곧이

은 여러 차례의 무력충돌로 드러나게 되어 이제는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 또는 보장 조약의 체결을 보게 되었다. 특히 ‘부전(不戰)조약’

이라 일컬어지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전쟁이 더 이상 국가정책 수행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 다.16)

이러한 양차대전 중의 발전으로 국가간의 전쟁은 더 이상 합법한 것이 아니라는 

합의는 일반국제법의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을 ‘평화에 반한 죄’(crime against peace)로 단죄하여 

여하한 명목에서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법원칙을 재확인하 다.17) 2차대전

으로 깨어진 평화를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연합국들은 국제연합을 만들어 새로운 

차원에서 전쟁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 다.

2.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과 전쟁개념

전통국제법에서 중요한 법적 결과를 가져온 전쟁개념은 1945년 유엔헌장의 채택

과 이후의 국제인도법의 발전으로 전혀 새로운 바탕 위에 서게 되었다. 유엔 헌장

은 전문에서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려 한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연맹규약과는 달리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체 국제평화와 안

전의 유지라는 목적 아래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쟁법 또는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적용조건으로 종전의 실질적 의미의 전쟁보다 

포괄적인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18) 

Macmillan Company, 1954), 239-240, 251-256쪽.

16) General Treaty for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1928, 

94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57쪽.

17) Judgement of the Nürnberg Tribuna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1(1947). 또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단지 침략국의 국가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전쟁

을 계획하고 지도한 이들도 전쟁에 따르는 온갖 악의 창궐과 엄청난 고통에 비추어 개

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천명하 다.

18) 예컨대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

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공통 제3조는 

“일 체약국의 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대해 규율한다.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

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1협약), 조약 제211호;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2협약), 조약 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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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로 된 가운데19) 채택된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토보전이나 정치

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

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여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전쟁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도 인정되어 헌장은 

유엔이나 지역기구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조치와 각 국가에 고유한 자위권이 행사

되는 경우 무력행사가 정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장 제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장은 또한 국제평

화와 안전유지와 직결되는 이 원칙의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보장이사회에 ‘평

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경우 권고 및 국제연합군의 파

병을 포함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39조-제42조).

이러한 무력사용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전쟁중의 법(jus in bello)의 발전

에 따라 전통적인 전쟁개념이 오늘날에도 계속 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지 문제된

다. 이러한 사정에서 “전통 국제법상 전쟁개념은 물론 국제조직에 의한 법적 제재

조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전쟁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론이 제기되기도 

한다.20) 현대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자체에 대한 규명이 이 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전쟁의 법적 개념이 가져온 전쟁법의 적용이라는 결과는 오늘날 주변적

인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중립법의 적용도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거나 자위권의 

차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21)

아래에서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이 담고 있는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새로운 관행이 쌓여가고 있던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의 성격이 

당사자 사이에서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이 원칙 살펴본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조약 제217호; 전시에 있

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 조약 제218호

(모두 1950.7.4 한국서명, 1966.8.16 한국에 대하여 발효). 또한 졸고, “국제인도법과 인

권법의 관계”, 인도법논총  제20호(2000), 139쪽 참조.

19) Josef L. Kunz, “The Chaotic Status of the Laws of War and the Urgent Necessity 

for their Revi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5(1951), 37쪽.

20) 임덕규,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 새로운 전쟁개념에 입각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33

권 제2호(1988), 113, 119쪽.

21) Greenwood, 앞의 , 294-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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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한국전쟁

1. 유엔헌장의 한반도 적용문제 

(1) 유엔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의무

한국전쟁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헌장 규정의 적용문제를 살펴보는데는 먼저 

당시 남북한과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950년 한국상황은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관련된 문제로서 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된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이 조약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

다.22) 회원국의 경우 이 조항의 문언에 따라 모든 국가(any state)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지며 비회원국은 같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구속되지는 않게 된다.23) 

비회원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그렇다

면 이 원칙이 국제법의 일반원칙, 즉, 국제관습법의 한 원칙으로 확립되어 한국전쟁

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비회원국과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유엔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가와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리는 국가여부에 의문이 있는 실체

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무력행사 금지원칙의 국제관습법 여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이를 지지하는 학설

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24)에 의해 오늘날은 긍정적이지만 1950년에 이미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25) 당시는 2차대전후 기존에 형성된 국

제관습법을 확인하고 아울러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이 원칙과 

관련한 관행은 초기 단계로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 다고 볼 소지가 있다. 이

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은 대체적으로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을 별 논란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원칙에 입

각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과 북은 각각 남침 또는 

북침을 주장하며 자위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 고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 지원

을 하면서 북한의 개전(開戰)이 남측의 공격에 따른 반격으로 보이도록 애썼다.26)

(2) 비회원국에 대한 유엔의 권능과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비회원국에서 발생하거나 비회원국이 관련된 상황에 대한 유엔의 권능 문제에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 제697호(1980.1.27 한국에 대하여 발효), 제36조 참조. 

23) Bruno Simma(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15쪽.

2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14쪽.

25) 긍정하는 견해로는 Brownlie, 앞의 책, 107-111쪽.

26) 예컨대 와다 하루끼, 앞의 책, 88-89쪽.



제41권 2호 (2000)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25

대하여 헌장은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제2조 6항)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

회에 폭넓은 활동 권한을 주고 있다(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34조, 제39조 등). 

이러한 헌장 규정에 따라 유엔은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소련은 유엔의 

한국전쟁에 관한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유엔이 취한 구체

적인 조치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았지만 유엔의 활동권한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는 않았다.27)

소련은 다시 안보리에 출석한 후 한 발언에서 한국의 상황은 내전이므로 침략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고 두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므로 국내분쟁(internal conflict)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28) 미국과 유엔의 개입은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위반이라

고 주장하 다.29) 헌장 제2조 7항은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유엔의 

권한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의 파병을 강제조치로 본다면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30)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소련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은 국제법상 불법한 개입이 되게 되지만 거꾸로 북한의 국가

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적법정부에 대한 합법한 지원이라고 보게 되어 이 문제 

역시 뒤에서 살펴볼 승인문제와 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31) 실제적인 차원에서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소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참전국들은 한국전쟁을 국내문

제불간섭 원칙의 맥락에서가 아닌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하 다는 

점이다.32) 소련의 주장은 헌장 제2조 4항이 내전 자체를 불법한 것으로 하지 않았

27) 소련은 1950년 6월 25일 채택된 안보리의 결의에 앞서 중화민국대표의 참가 속에 채택

된 모든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속되지 않겠다고 하여 이 결의의 합법성에 대한 의

문을 표시하 다.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vol. II(Oxford University Press, 1970), 159, 173-6쪽. 

28) UN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이하 SCOR), 5th yr, 482nd mtg, 7쪽; Higgins, 

앞의 책, 175쪽.

29) UN Documents S/1603, 14 July 1950; Higgins, 앞의 책, 175쪽.

30)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일조각, 1963), 264쪽. 또한 N. D. White, The United 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Mancester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31)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의 정당성 일반에 대하여는 Louise Doswald-Beck, “The Legal 

Validity of Military Intervention by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6(1985), 189쪽 참조.

32) D. W. Bowett, “The Interrelation of Theories of Intervention and Self-Defens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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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바탕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이 원칙이 국가사이에만 적용되고 서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 또는 기타의 토적 

실체(territorial entities)에는 적용되지 않는가이다. 이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한국

전쟁 중은 물론 지금까지 서로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시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참전국, 남한과 중국은 서로 국가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제기된다. 또한 남북한은 각자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은 물론 상대방 지역에 대

한 관할권을 주장하여 각기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치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은 상대방을 ‘국가반란단체’ 또는 ‘괴뢰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전쟁과 남북한의 국가성(statehood)내지 국가승인문제는 그 동안 이 전쟁의 성격

에 대한 논란과 혼동의 단초를 제공하 다. 남북한의 국가로서의 속성을 어떻게 이

해하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을 국제전 또는 내전으로 성격규정해온 것이

다.33)

이러한 문제는 우선 한국전쟁에 관한 최초의 유엔결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

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

격’(armed attack)이 ‘평화의 파괴’(breach of the peace)라고 인정한 다음 ‘북한당

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에게 특히 적대행위의 즉시 정지와 북한군을 

38선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국제연합에 대한 원조 제공과 북한당국을 원

조하지 말도록 요청하 다.34) 이 결의는 다시 1948년 12월 12일과 1949년 10월 21

일에 채택된 유엔총회의 결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전자는 “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

의를 할 수 있었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또 이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가 한국내의 여사(如斯)한 유일한 정부

라는 것을 선언“하 다.35) 그 동안 남한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 결의가 남한정

N. Moore(ed.), Law and Civil War in the Modern World(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38, 41쪽 참조.

33) 예컨대 김명기, “한국동란은 전쟁인가? 내란인가?”, 사법행정, 89년 8월호(통권 344호), 

67쪽.

34) 결의 제82호, 1950.6.25.; 번역문은 정일형 편, 유엔과 한국문제(국제연합 한국협회, 1961), 

163쪽. 이 결의는 소련의 불참 하에 찬성 9, 반대 0, 기권 1로 채택되었다.

35) 총회결의 제195호(III), 1948.12.12; 정일형, 앞의 책, 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제41권 2호 (2000)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27

부를 한반도 내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에 입각해왔다.36) 아

울러 안보리의 6월 25일의 결의가 “무력충돌당사자 가운데 일방을 대한민‘국’ 타방

을 북한 ‘당국’이라고 호칭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성격 및 동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

한 것”이므로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보게된다.37)

그러나 총회결의 제195호의 해석에 대한 이론(異論)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 

결의는 “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이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의 결의에 어긋나지 않

았으며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수립은 이 결의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국가로서의 이 공화국 및 한 국가의 정부로서의 그 정권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대두되었다.38) 

이러한 논쟁은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 가운데 미소공동위원

회가 결렬된 후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상정한 이래 총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한반도 전판도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통치권을 주장하는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39)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결의 제112호(II)는 ‘한국국

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설립하고 선거를 통한 단일한 ‘중앙정부’(a National Govern- 

ment)의 수립을 권고하 다.40) 뒤이어 소집된 총회의 중간위원회(Interim Com- 

mittee, 이른바 ‘소총회’(Little Committee)라 불림)는 한국임시위원단에게 접근가능

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감시를 하도록 하 다. 5․10선거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된 후 유엔 총회는 결의 제195호에서 한국정부를 인정한 외에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한국통일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그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36) 예컨대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2권 제1호(1958), 58쪽; 김

명기, 앞의 , 73쪽 주 36.

37) 이한기, 같은 .

38) 박재섭, 앞의 책, 265쪽.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1979), 281-284쪽도 참조.

39) 박재섭, “‘국제법과 전쟁’의 서평의 답에 대한 비평에 관한 의견”, 국제법학회논총 제10

권 2호(1965), 227, 263-4쪽은 “한국이 새로 독립할 때부터 남북이 갈려졌고 남이 북을 

통일하여 통치한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이 바로 북의 남에 대한 6․25의 공격이 내란으

로 생각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한국사태를 내란이 아닌 

“국가가 아닌 도당(徒黨)의 공격으로써 일어난 이 도당과 국가 사이의 충돌”로 이해한

다. 앞의 책, 266쪽.

40) 정일형, 앞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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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단이 계속 활동하도록 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총회는 이 

결의로 단지 유엔의 관여에 따른 정부가 생겨났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의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정부가 수립되어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가 일단락되고 한국정부의 수립으로 유엔은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

서 한국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 

6월 25일 안보리로서는 한국문제에 대한 총회의 관여를 같은 유엔의 기관으로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과 유엔은 국가승인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해

주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41)을 고려하면 안보리의 결의가 북한당국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유엔차원에서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승

인 문제는 여전히 국제법원칙에 따라 각국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성내지 국가승인문제와 유엔의 권한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임을 고려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의 국가로서의 지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체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발동하여 개입한 것이 된다.42)

(4) 교전단체 승인 여부

남북한의 국가성 문제와 관련하여 안보리의 6월 25일의 결의가 ‘북한당국’을 언

급한 것이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에 해당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전단체의 승인은 전통적으로 내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전쟁법규의 적용과 제3국에 대한 교전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문제되었다.43) 반란단

체나 내전상황이 중앙정부이나 제3국에 의해 교전자 또는 교전상태로 승인될 경우 

국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법과 중립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승인이 있을 

경우 이들 법규의 적용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반란단체의 국제법상의 주체성이 인정

된다. 

1950년 6월 25일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북한을 승인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44) 주의할 것은 특정한 유엔 결의에 따라 교전단체의 승인과 

41) S. Rosenne, “Recognition of States by the United Nation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6(1949), 437쪽 참조. 총회결의 제296호(IV), 1949.11.22는 안보

리에 한국의 유엔 가입신청을 다시 고려하라는 요청하면서 한국은 헌장 제4조의 ‘평화

애호국’(peace-loving State)이라고 결정하 다.

42) 한국휴전협정 제60항의 이행에 관한 유엔 총회 제711호(VII), 1953.8.28은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정부’(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를 언급하 다.

43) 예컨대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7).

44) 이한기, 앞의 ; 김명기, 앞의 , 73쪽; Brownlie, 앞의 책, 380쪽 참조. 임덕규, 앞의 

, 130쪽은 북한을 ‘단순한 반란정권이 아닌 묵시적으로 승인된 반도단체’라 하고 38도

선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경계선’이라는 것은 위 결의가 북한당국에게 38선이북으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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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효과, 즉, 전쟁법규나 중립법규의 적용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결의가 바로 그

러한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엔의 관련기관의 일차적 관심은 당해 

상황으로 발생하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어서 유엔기관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법

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따라서 문제의 안보리 결의만으로 교전단체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

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승인이 사안에 따라 유엔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교전단체의 승인 역시 국가승인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에게 맡겨져 있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실제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명시적으로 교전단체로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실제에 있

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내지 교전단체의 승인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꾀

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 다는 점이다. 또한 안보

리는 한국상황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전쟁개념을 충족하는가의 차원에서 대응한 것

도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45) 6월 25일의 결의는 국제법상 남북한간의 전쟁상태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전국을 포함한 각국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46) 참전 각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이

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47) 국제법상의 전쟁의 존재가 교전국간의 국가승인

에 달려있는가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헌장 제2조 4항과 국제관습법상 무력행사금

지의 원칙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정부(de facto government)의 기능을 행

사하는 비국가적 실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사례는 그러한 예의 하나로 볼 수 있다.48) 다만 앞의 결의에서 제2조 4항이나 제51

조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원용되지 않은 이유는 남북한의 국가성 문제 때문이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결의는 같은 이유에서 6월 25일의 한국상황이 침략전쟁

이나 헌장 제39조의 ‘침략행위’(acts of aggression)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고 ‘평화

의 파괴’(breach of the peace)라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49)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수할 것을 요구했음을 볼 때 더욱 명백하다고 한다.

45) Oppenheim, 앞의 책, 224쪽.

46) 같은 책, 225쪽; Brownlie, 앞의 책, 401쪽.

47)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는 김명기, 앞의  참조.

48) 예컨대 Brownlie, 앞의 책, 379-380쪽.

49) 이한기, 앞의 , 60쪽(“그러나 침략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국가간에 적용되는 것이

고 일국내부의 무력투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결의의 문면상 해석에 의하

면 한국사변이 적어도 일국내부의 전란이 아니라 국제전쟁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의 지위가 반드시 사실상의 국가 또는 정부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

각할 필요는 없다. 북한을 교전단체로 인정하여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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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유엔에서의 논의는 무력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의 틀 안에서 전개되

었다.

2. 한국전쟁 개시와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적용

(1) 침략여부

이와 관련한 유엔의 논의는 먼저 북한의 침공이 헌장 제39조의 ‘침략행위’인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의 제소’라는 의제로 소

집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되지 않은 침략행위’를 저질

다는 내용의 결의 초안을 마련하 다.50)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정을 하

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미국은 어조를 낮추어 ‘평화의 파괴’를 

언급한 수정안을 제출하 다.51) 안보리는 최종적으로 침략행위를 언급하는 대신 ‘평

화의 파괴’가 존재한다고 결정하 다.

미소의 대립으로 안보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전쟁문제를 다

루게 된 총회는 안보리에서와는 달리 북한의 침공과 중국의 참전은 침략에 해당한

다는 결의들을 채택하 다. 1950년 가을 중국의 참전에 따라 예컨대 1951년 2월 1

일 총회는 결의 제498호(V)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이미 한국에서 

침략을 범하고 있던 자들을 직접으로 지원하고 원조함으로써 또한 한국의 연합군에 

대한 적대행위에 종사함으로써 한국에서 침략을 감행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52)

이러한 유엔의 실행은 한국전쟁이 침략이냐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의 논의는 국

제법상 전쟁이냐에 초점이 두어진 것이 아니라 유엔 기관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

백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전쟁의 맥락에서 이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이 

전쟁이 국제법 차원에서는 무력행사에 관한 원칙의 틀 안에서 다루어졌음을 보여준

다. 침략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의 목적상 국제

법상의 침략이라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토의 

회는 사변이 공산진 과 자유진 간의 집단적 국제전쟁의 일 국면에 불과하다는 정치

적 고려를 행하 을지도 모른다.”)

50) Sydney D. Bailey, How Wars End: The United Nations and the Termination of 

Armed Conflict 1946-1964, vol. II(Clarendon Press, 1982), 397쪽.

51) 같은 날 채택된 결의안의 표결을 기권한 유고슬라비아 대표는 당시 알려진 상황만으로

는 침략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북한측의 입장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고 표결이유를 설명하 다. SCOR, 5th yr, 473rd mtg(25 June 1950), 14쪽; Higgins, 

앞의 책, 158-159쪽.

52) 종전후 유엔총회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무력침략(armed aggression)을 집단적 군사조

치를 통해 격퇴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결의 제712호(VII), 

19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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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공과 같은 불법한 무력행사를 가리킨다는 점만을 지적한다.53) 또한 정부의 통제

를 받는 의용군을 군사작전을 위해 파견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하게 무력행사로 

인정되고 있다.54)

(2) 유엔의 집행행동과 자위권

한국전쟁의 개시로 채택된 안보리의 결의들은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원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침공을 ‘무력공격’이라고 하여 헌장 

제51조의 적용문제를 제기하 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당사

자들의 태도를 보면 모두 상대편을 침략자로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대한 

국제법상 합법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들은 자신

의 행동에 대한 규범적 전제로서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받아들 다고 할 

수 있다.5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6월 25일의 군사행동을 자위권의 행사로 정당화하

고 있다. 6월 26일 김일성은 방송연설에서 “매국 역적 리승만 괴뢰정부의 군대는 6

월 25일에 38선 지역을 걸쳐 38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진공을 개시하 습니

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성된 정세를 토의하고 우리 인민군에 결정

적 반공격전을 개시하고 적의 무장력을 소탕하라고 명령을 내리었습니다.”56) 그러

나 그 동안 공개된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침공을 사전에 예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옹진반도에서 한국군에 의한 선제공격이 있었다고 하여도 

적대행위의 규모를 38선 전역에 걸쳐 확대하고 서울을 점령한 것은 자위권의 정당

한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시점에서의 북한의 무

력사용이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38선 부근에서 양측의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53) Brownlie, 앞의 책, 351-8쪽 참조. 또한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54) I. Brownlie, “Volunteers and the law of war and neutrali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1956), 570쪽.

55) 북한은 미국의 헌장원칙의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Statement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pril 17, 1961), 정일형, 앞의 

책, 154쪽.

56) 와다, 앞의 책, 71쪽. 이 연설의 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1965년의 인도․파키스탄 분쟁동

안 파키스탄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분쟁을 전쟁이라 한 것에 대해 이는 법적 

의미에서의 전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Dalmia Cement Ltd v. National Bank of 

Pakistan, 67 International Law Reports 611쪽 참조. 북한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

으로 성격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1977년 제1 추가의정서 제1조 4항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조약 제778호(1982.7.15 한국에 대하여 발효). 예컨대 

Georges Abi-Saab, “Wars of National Liberation in the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s,” Recueil des Cours, vol. 165(1979-IV), 3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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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항하여 통상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조치

를 취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국제법상 복구(復仇)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

다.57)

남한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교전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국회는 유엔총회에 보낸 메시지

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한 한국의 대응조치를 ‘자위’ 또는 ‘침략에 대한 방어전투’라

고 하 다.58) “국제연합의 각 정부와 각 국민이 1950년 6월 25일과 27일자 결의에 

따라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원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함에 신속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 음에 대하여 이를 환 ”한다

고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7월 7일의 결의는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다.59)

미국은 1950년 6월 25일의 결의 제3항이 “국제연합에게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

과 북한당국에 대한 원조제공을 삼갈 것을 전 회원국에 요청”한 것에 따라 한국군

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을 6월 26일 파견하 다.60) 이러한 원조가 전투군대의 파견

과 같은 군사적 원조도 포함하는가의 문제도 있으나 미국은 이 결의에 의해 파병

을 정당화하 다.61)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지역에서 그 무력공격

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

하도록 국제연합 제회원국에게 권고”하 다.62) 같은 해 7월 7일의 결의는 이들 결

의에 따라 제공된 회원국들의 병력과 기타의 원조를 미국주도하의 ‘통합군사령

부’(unified command)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다음 이러한 병력의 군사령관의 

임명을 미국에 요청하며 “북한군에 대한 작전중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국제연합

기를 임의로 병용할 권한을 통합군사령부에 부여(authorizes)”하고 통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국에 요청하 다.63) 미군과 유엔

군의 참전에 따라 한국전쟁은 내전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도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됨

57) 복구에 대하여는 예컨대 F. Kalshoven, Belligerent Reprisals(1971); C. Greenwood, 

“The Twilight of the Law of Belligerent Reprisal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0(1989), 35쪽 참조.

58) 외무부, 한국통일문제(서울: 외무부 정무국, 1952), 77쪽; 임덕규, 앞의 , 128쪽에서 재

인용. 

59) 결의 제84호(1950.7.7); 정일형, 앞의 책, 169쪽 참조. 

60) SCOR, 5th yr, 474th mtg, 5쪽; Higgins, 앞의 책, 159-160쪽에서 재인용.

61) 이한기, 앞의 , 58-59쪽.

62) 결의 제83호(1950.6.27); 정일형, 앞의 책, 167쪽.

63) 이 결의가 채택된 이후 소련이 1950년 7월 27일 안보리 회의에 다시 참석한 이래 더 

이상 한국관련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1951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제

소” 문제는 의제에서 삭제되었다. S/PV-531; 정일형, 앞의 책, 177쪽. 이에 따라 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채택하고 한국전쟁에 개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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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7월 15일 한국정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하 다.64)

한국전쟁에 대한 유엔의 군사조치에 관하여는 유엔의 관련결의가 구속력을 갖는 

‘결정’(decision)이 아닌 ‘권고’(recommendation)임에 따라 헌장상 강제조치에 해당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집행행동(enforcement action)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회원국간의 조정(coordination)행동으로 볼 것인지 견해가 일치하지 않

는다.65) 유엔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헌장 제51조를 명시

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66) 미국을 포함한 유엔측 참전국들의 행동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응한 것임과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67) 또한 이러한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파병은 한국정부의 요청

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68) 일반적으

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요건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미국의 참전은 형

식법리상 이에 해당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69)

64)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간의 

교환공한(1950.7.14), 국방조약집 제1권, 629쪽. 비회원국의 군대로서의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휘가 통합군사령부의 자격에서인지 아니면 주권자의 자격으로인지에 관한 논

의는 Richard Baxter, “Constitutional Form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nter-

national Military Command,”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9(1952), 

325, 335쪽 주 4; 이한기, 앞의 , 62쪽(“대한민국군대는 이대통령에 의하여 ‘미군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맥아더’장군 휘하에 이관되었으나 실상은 UN비가맹국으로서의 한국

은 UN의 결의에 의하여 통일사령부로서의 미국에 병력을 이관한 것이 아니고 주권적 

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이변적 조약에 의하여 그 육․해․공군을 미군지휘하에 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65) 예컨대 이한기, 앞의 , 59쪽;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Law(Rinehart & Company Inc., 

1954), 234-37쪽;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Stevens & 

Sons, 1964), 34쪽; Higgins, 앞의 책, 178(헌장 39조와 42조하에서 안보리에 의해 권고

된 집행행동).

66) L. M. Goodrich, E. Hambro and A. Sim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349쪽.

67) Stone, 앞의 책, 234쪽; 이한기, 앞의 , 58쪽. 반대 견해는 Bowett, 앞의 책, 34쪽; 같

은 이, Self Defence in International Law(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215-18

쪽 참조.

68) 배제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법학(서울대) 제16권 1호(통권 33호), 49쪽 주 66 참조.

69) 니카라과 사건, 앞의 주 24, paras. 227-238 참조. 무력사용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이 있

었던 1990년 걸프전에서 제기된 비슷한 논의는 예컨대 Kaiyan Homi Kaikobad, 

“Self-Defence, Enforcement Action and the Gulf War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3(1992), 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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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전쟁중의 행위와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개전과 아울러 전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하여서도 무력행사금

지 원칙의 적용이 문제된다. 북한군에 대한 반격작전이 성공한 1950년 9월 시점부

터 문제된 것은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전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다. 

유엔사령부는 1950년 9월 1일 38선을 넘기로 결정하 고 1950년 10월 1일부터는 

한국군을 필두로 38선을 넘게 되었다. 유엔군의 설립에 관한 같은 해 7월 17일의 

결의가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의 목표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물리치고 국제평화와 안

전의 회복에 있다고 한 것에서 이를 위해 38선을 넘는 것이 필요한지가 논의되었

다.70) 10월 7일 유엔 총회는 “국제연합 주도하의 선거실시를 포함하여 주권국인 한

국내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All 

constituent acts)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71) 이 결의는 38선 돌

파를 간접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었다.72) 그러나 이는 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는 견해도 표명되었다.73) 또한 항공기를 추적(hot pursuit)하여 만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은 참전 6개국의 부정적 회답을 받아들인 바 있

다.74) 

1947년이래 유엔의 한국문제 개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독립과 통일을 목적으

로 한 만큼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한국통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75)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과 소련의 참전가능성으로 매

우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었다.76) 더욱이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진통일을 주

장하는 남한정부는 유엔군 측과 마찰을 빚기도 하 다.

무력공격에 대응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 권리를 아무런 제

70) Bailey, 앞의 책, 407-412쪽 참조.

71) 결의 제376호(V), 1950.10.7; 정일형, 앞의 책, 25쪽. 이 결의는 또한 유엔한국통일부흥

위원단(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을 

설립하고 적대행위의 종료시에 한국경제의 부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했다.

72) Higgins, 앞의 책, 180쪽; 박재섭, 앞의 책, 258-259쪽.

73) L. Gros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2(1958), 164-5쪽.

74) Bowett, 앞의 책, 43쪽 주 64.

75) 정전이 성립된 후 정치회담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유엔 총회는 “평화적 방법에 의

하여 대의제 정부형태하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의 실현이 유엔의 목표의 하나라

고 하 다. 결의 제711호(VII), 1953.8.28; 정일권, 앞의 책, 89쪽.

76) 소련은 유엔군의 작전이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에 불과하다고 하고 자국 토침범과 권

리침해에 대해 미국에 수 차례 항의를 전달하 다. 1950년 10월초에 있었던 러시아 비

행장 공습에 대한 소련의 항의에 대해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만 사과와 배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Howard J. Taubenfeld, “International Armed Forces and the Rules of 

Wa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5(1951), 671, 6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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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77)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은 무력행사의 개시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무력행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타당하며 무력

행사 중의 행위라도 필요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78) 이러한 

측면에서 38선 이북에서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상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전역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려한 것은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79)

4. 전시국제인도법과 중립법의 적용문제

한국전쟁에 대한 전시(戰時)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한국전쟁의 국제법상 성격논의와 관련되는 한도에서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전쟁의 경우 다른 무력충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전쟁상태가 존재하

는지를 묻지 않고 당사자의 교전과 인도적 문제에 관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게 된

다. 한국전쟁의 어느 쪽이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 는가는 이러한 결론에 

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파견된 군대, 즉, ‘국제연합군’과의 

교전이 국제법상 전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경찰행동’이나 ‘집행행

동’으로 파악해야하는지의 문제도 있으나80) 실제적인 문제로서 전쟁법의 적용이 인

정되었다.81) 나아가 국제인도법상 한국전쟁의 성격이 기술적으로 국제무력충돌인지 

국내무력충돌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한국전쟁 중 양측은 국제인도법, 특히 1949년 

포로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적용을 사실상 인정하 다.82)

전시중립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한국전쟁이 법적인 의미의 전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내의 침략자들에 대한 어떠

한 지원도 삼갈 것을 요청”한 유엔 총회는 특히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고려할 집단조치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 나중에 추가조치위원회

77) Greenwood, 앞의 , 302쪽.

78) Christopher Greenwood, “The relationship between ius ad bellum and ius in bello,”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9(1983), 221-3쪽.

79) 소련대표 말리크는 1951년 6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38선으로의 상호철군에 바탕

한 정전안을 제시하 다. Bailey, 앞의 책, 432쪽.

80) 예컨대 Oppenheim, 앞의 책, 224쪽; Bowett, 앞의 책, 33-34, 276-7쪽 주 36; Higgins, 

앞의 책, 176-7;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NY: Praeger, 1967), 

28쪽;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국제문제연구소, 1990) 참조.

81) 이한기, 앞의 , 63쪽. 또한 Sihyun Ch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United Nations Operations in an Internal Armed Conflict,”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6(1998), 85쪽 참조.

82) Higgins, 앞의 책, 188-195쪽; 김명기, “Geneva협약의 한국동란에의 적용”, 고시연구 

1988년 2월호(통권 167호), 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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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Measures Committee)로 알려짐)를 설치한 데83) 이어 중국과 북한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병기, 탄약, 전쟁기재, 원자력원료, 석유, 전략수송자재 및 

병기, 탄약, 전쟁기재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출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

다.84) 이와 같이 유엔이 전통적으로 중립법규의 역에 속한 문제들에 대한 집단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통국제법상의 중립법규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까지 

제기된 실정이다.85)

5. 휴전체제와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제연합군사령

관과 북한군사령관 및 중공지원군사령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 동안 이 휴전협정

을 둘러싸고 한국전쟁이 국제법적 의미에서 전쟁인지를 전제로 하여 전쟁상태를 종

료시키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 한반도의 법적 상황이 

전시인지 평시인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의 

구체적 실현방안에도 연관된다. 여기에서는 적대행위의 재개를 상정한 체 이의 일

시적 정지를 의미하는 휴전 또는 정전체제86)와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과 관련되

는 점을 살펴본다.

정전협정의 경우 실제 적대행위가 없는데도 국제법상 전쟁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파기에 따른) 적대행위의 재개와 제3국에 대한 

제한조치의 합법성이 문제된다. 법적인 의미의 전쟁상태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진 

무력행사나 교전권의 행사는 평화조약이나 협정의 체결에 의해 전쟁상태가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무력행사

는 정전협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되며 자위권

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하게 된다.87) 이 경우 정전협정 위반문제가 같

83) 결의 제498호(V), 1951.2.1; 정일형, 앞의 책, 60쪽.

84) 결의 제500(V), 1951.5.18; 정일형, 앞의 책, 63. 또한 안보리 결의 제82호, 83호, 84호 참조.

85) 예컨대 Dinstein, 앞의 책, 163-167쪽 참조.

86) 1907년 헤이그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36조-제41조; 김정건 외, 앞의 책, 867

쪽. 예컨대 H.S. Levi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1956), 880쪽; Richard Baxter, 

“Armistices and Other Forms of Suspension of Hostilities,” Recueil des Cours, vol. 

149(1976-I), 353쪽 참조. 또한 김찬규, “휴전의 법적 성질”, 경희법학  제8권 1호(1970), 

130쪽; 이장희, “남북간 휴전기간은 전시인가 평시인가”, 통일  97호(1989), 30쪽;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국제법출판사, 

1994) 참조.

87) C. Greenwoo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Laws of War), Revised report 

prepared for the Centennial of the First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pursuant t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S/52/154 and A/RES/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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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전쟁상태가 모든 조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

을 지지하는 관행으로는 1951년 교전권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향발(向發) 선박의 스

에즈운하 통항을 금지한 이집트의 조치가 대다수의 국가에 의해 배척된 것을 들 

수 있다.88) 또한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발전소를 공격했을 때 전쟁상태의 

존재를 들지 않고 자위조치로 정당화하려하 다.89) 법적인 전쟁상태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합법한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정전에 대하여는 정전협정의 체결이 이에 서명한 당사자를 국가로서 승

인한 것을 뜻하지 않지만 40여년의 시간 속에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 관련국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 음도 주

목할 만하다.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의 목적상 정전체제가 이른바 ‘평화체제’

로 바뀌었는가는 이 원칙의 적용에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국간의 관계는 

오늘날 전쟁상태가 존재하는가를 불문하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랬

던 것처럼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IV. 맺는 말

남북한이 분단되어있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의 청산은 한편으로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노력과 다른 한편에서는 6․25의 결과를 어떻게 청

산하고 남북한의 관계를 평화에 바탕한 것으로 바꾸어내는가에 달려있고 이 두 노

력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한반도가 처한 과제상황의 해결

을 위한 구체적 실천조치와 관련한 법적 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는 한국전

쟁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문제를 무력행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다. 국

제법에 있어서 전쟁을 논하는 것은 전쟁이 법적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그 구체적인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려는 데에 있으며 문제되는 맥락마다 다른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특정국의 국내법체계에서의 전쟁개념은 국제법의 그것과 다

를 수 있으며 종종 국내법상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전쟁개념을 채택하

고 있다.90)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하나가 아닌 복수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이 문제들은 서로 접하게 관련되면서도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낳기도 

하면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999), para. 3.25.

88) 1951.9.1의 안보리 결의, UN Document S/2322; Greenwood, 앞의 주 78, 224쪽.

89) 안보리 결의 제487호(1981); 같은 , 225쪽. 

90) 예컨대 Arnold McNair and A. Watts, The Legal Effects of War(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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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이후의 한국의 상황에 대한 유엔차원의 논의는 무력행사에 대

한 유엔헌장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되었으며 전통국제법상 전쟁개념과 그 법적 결과

에 초점이 두어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 참전당사자들은 전쟁목적의 정치성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행동에 있어서 비록 관련규범의 준수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을 어느 정도 고려하 음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은 당시의 상황이 내전인지 국제전인지에 대한 성격

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쟁상태의 존부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의 행

동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전쟁이 내전이냐 아니면 국제법상 전쟁이냐의 논의는 실제

적 의미를 거의 갖지 않는다. 안보리의 이사국들은 소련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황을 헌장의 틀 안에서 다루려고 하 고 그러한 한도에서 국제법상의 전쟁여부는 

의미를 잃게되는 것이다. 중요하게는 유엔은 한국상황이 내전이므로 개입하지 않는

다거나 전쟁에 해당하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설사 유엔군이 북한 

그리고 중국과 교전하 으므로 유엔은 무력충돌의 한 당사자가 되어 유엔헌장의 틀

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고 한국전쟁은 일반국제법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선다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행동은 여전히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라는 일반국제법의 틀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정

전상태’인 오늘에도 전쟁상태의 존속여부문제와 상관없이 계속 중요성을 갖는다.91)

9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제5조(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9조(“남북은 상대

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