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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인도법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오신 임덕규 선배님께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 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처음부터 전시국제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제적십자 위원회의 루거 총재가 남북한 각각에 대해서 이 전시국제법을 준수하겠

다고, 선언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준수하는지를 감독

해 주겠다고 요청했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

다가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ICRC에서 다시 미국에 대해 요구를 해서 미국이 7

월 3일날 준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따라서 한국도 7

월 5일날 하게 됩니다. ICRC에서는 미국이나 한국도 준수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

측도 빨리 준수 선언을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지만 북한은 들은 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3일 마지못해 얘기를 했는데,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한 것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전문을 보내게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때 당시는 유엔은 북한하고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 

곧 적군의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적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법을 준수할 

테니까 너희도 준수해라라고 통보를 한 것에 다름 아니지요. 그러면서 ICRC의 어

떤 감독이나 그런 것은 피해보고자 한 순전히 전술적인 것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

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로문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82,493명의 포로를 북쪽으로 보냈는

데, 북쪽에서는 13,457명밖에 안 보냈습니다. 양쪽이 잡은 포로의 숫자가 조금 차이

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은 남한의 한 6분의 1정도만큼 외에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

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아마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전시국제법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요. 지금도 전쟁법이라 하면 무슨 병

법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회고록이나 이런 것

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전시 국제법에 대해서 한 귀절이라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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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은 백선엽 장군이 쓰신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이라는 책입

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군병사들이 항복하는 병사들에게 사격을 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미군 헤닉 대령이 투항하는 적에게 사격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앞으로 한국군과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항의를 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항복하

는 적에 대해서는 사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降者不殺이라

는 것은 삼국지라는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지 적과 목숨을 두고 다투는 데에는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라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팽배된 그런 생각이 아니었

는가 생각됩니다. 

제네바 법뿐만 아니라 헤이그 법도 당시에는 어기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

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국군이 원창고개를 점령하고 있

을 때, 북한군이 백기를 들고 접근해 왔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공격을 해서는 

돌파가 안 되니까 북한군이 백기를 들고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들은 북

한인민군이 항복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백기를 들고 와서 따발총을 

난사를 하고 수류탄을 던져서 결국 원창고개가 돌파되어 6사단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피난민 복장을 하고 와서 수류탄을 던진다거나 총을 쏜

다거나 아이를 업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총기를 난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사에 

보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쟁법 위반의 행위로 조

사가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지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우리나라 장군님들의 회고록을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민군복을 입고 적지에 들어가서 

수색 활동을 해서 적정을 탐지해 가지고 왔다” 하여 “누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다”라고. 결국 이 말은 그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지 어떤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아주 자랑스럽게 회고록에 남겼겠지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제네바 법이나 헤이그 법을 어긴 것이 

훨씬 더 많았지만, 포로 수용소에서는 오히려 북한군 포로들이 “제네바 법 몇 조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유엔군은 그대로 안 해주느냐? 이것은 제네바 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을 전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전쟁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휴전협상시 일부 제기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으니 요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

니었나 생각됩니다. 결국 전쟁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도 알아야겠지만 

상대방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당시나 지금이

나 알려고 하지를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우리 임교수님께서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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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단순한 반

도단체면 내란이고 확립된 반도단체면 전쟁이다”라는 논리를 펴셨는데 이것이 누구

의 학설인지 아니면 임교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논리인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한국 전쟁이 나오면 항상 논의가 되

는 내용입니다만, 임교수님도 똑같은 논리를 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앞부분에 보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다.”라고 

논리를 전개를 하시고, 중간쯤에 가면 “38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통치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유엔군 사령관에 의한 군정권만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승인된 교전 단체 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리 전개를 하셨습니다. 비록 

교전 단체로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란이 진압이 되면 합법 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연합군 사랑관이라든가 또는 외국군 사령관에 의한 군정

권이 행사된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