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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政策調효冊究事業의 일환으

로 추진된 特珠課題 冊究結果입니다.

本 冊究는 장차 ，뾰韓國際聯合軍이 철수하게 될 경

우， 韓半島의 安全保障은 威寶을 받게되므로， 安全保障

의 再編成을 위한 國際法上 政策方案을 統一政策과의

連擊下에 事前에 講究할 수 있도록 하는 安保政策의

基本方向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關聯冊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

드시 當院의 見解와 --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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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tJ
I . 序 論

第2次大戰終了 후에 1945년 9월 2일 聯合軍司令部의 “-般命令 제 1호”

(General Order No. I)에 의 해 美軍은 南韓에 蘇聯軍은 北韓에 각각 進”睡

했으며， 이의 法的 性質은 “古領( belligerent occupation)"이 었다. 1950년 6

월 25일 北韓共塵軍의 南f윷을 擊i뭘하기 위 해 國際聯合軍이 派韓되 었으며

그의 法的 性質은 “驗띤 (pacific occupation) "인 것이다. “古領”은 古領者의

一方的 意思에 의한 것이지만 “鼓면”은 藍띤者와 被홉띤者의 雙方的 意思

의 合意에 의한 것이란 點에서 兩者는 區別된다.

北韓共塵軍의 南f윷을 擊退하고 統一 · 獨立 · 民主 政府의 樹立을 위한 國

際聯合軍의 韓國j睡띤은 오늘에 와서 平和共存 내지 現狀의 合法化라는 對外

的 國際i朝流의 壓力과 民族主義에 立뼈한 自主統←→이라는 對內的 民族意識

의 覺醒에 의해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이는 한편 北韓이 끈질기게 要

求해 오고 있는 활韓國際聯合軍의 澈收를 더욱 執뺑하게 主張해 올 수 있

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다른 한편 大韓民國도 顧韓國際聯合軍의 #散收를 容

認할 수 있는 것으로 考慮、해 보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本 1iJf究는 이러한 對內外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藍韓國際聯合軍이 澈收하

게 될 경우 提起되는 國際法上 諸問題와 이에 대한 可能한 政策方案을 提

示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i)國際聯合軍의 韓國홉다조의 法的 根據와 合法性， (ii )

國際聯合軍司令部의 法的 性格과 國際聯合軍의 韓國i홉띤의 法的 任務， (iii)

國際聯合軍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과 休戰協定의 當事者에 관해 考察

해 보고， 이를 基曉로 (iv ) 國際聯合軍 澈收時 提起되는 國際法上 諸問題點

과 그에 대한 對策方案을 提示해 보기로 한다.



II. 國際聯合軍의 韓國뽑초It!，의 法的 根據와 合法性

1. 國際聯合軍의 韓國훌초면의 法的 根擺

←→-般|때I I際法-1:.--國의 띤|餘가 他國의 채‘ 1-. 에 따면하기 위해서는- 領J:.所 j짧國

언 filiI패 의 |퍼 J됩:가 있음-윷 펠힌다. I행 |際 l佛合軍이 때n밟l 에 l註띤하 게 된 ↑과據

는 1950 1간 6원 26일 의 大파하l폐政)씨·의 l폐際 l佛合에 대한 웰 jJ:}J몇:請과， 이에

대한 6월 27민 의 國l際 ~ijf\合 핫소{싸l짧1웬발會의 i-Jt議에 의한 뿔j 파}윷 llJJ짧u告f‘갑찮

와 7월 7일 의 講짜:애 의한 國I際聯잔펴i바令담IS設 i합 f관뽑애 의한 것이디

l註 파 國 |際llijf， 合軍 의 퍼|패많t면 ↑'lHl황 외 달리 l않 l따美 j관 의 避|꽤 Jill: Ii!: TN據 는

1953년 10원 1일애 쐐쇄임된 “파美Hllil끼術條싹'1 " 제4조인 것이다.

2. 國際聯合軍의 韓國훌초범의 合法性

←·般l폐|際法 1-. 他I패의 “J7'J짧L"에 대해 第3춰가 if統政)해:룹 강J갔해 주찬 것

은 유파l까이 rtl iF서j政센f에 對·抗히는 짜徒륜 支;授히l 주는 것은 찮法이다.

1패tI패때j짧L은 l시戰의 形態갚 만만히-았다. 大 Jillf: R'; 1패政|써:는 jf統政샤J'이 고 ;Iti폐

l하l잠는 쨌徒애 不JI!.!J 히-므로 !폐際 ITij r.1￥이 太펴l샤 l펠l윷 支援해 주는 것은 合法 (.1성

이따 I'l l 셋 이 ~t떼윤 5(::)몽히} 주는 것은 j훨얹힌- 것이다. 大避하 l행Ii앉떠:기 正

統j앉)꾀‘라 는 것은 1948넨 12월 12연 의 I패 |際 llijf，合 總會의 “大꽤u차l폐政H~:가 파

半j와에서 Pft 힌 싼法J].x씨: H라는 셔3-議애 의해 確訊되었다.

國|際l剛合憲n웰· 제 2조 지11 7 한온 l패l際 j佛유의 “|펴內問}뼈 不千 ilt의 l파 n o "음 明

iJ치 히<iI 있으나， 패條 但띔;애 Unl i’J1J :r맙찮륜 취 하는 경우는 例外리-는 체깥을

뚜고 있다. 따라샤 폐|際l佛合憲·댈 /', I빼 |際 l佛合펴의 l댄 |패뾰면온 유파的인 것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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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國際聯合軍司令部의 法的 性格과 國際聯合軍의 韓

國뚫초빙의 法的 任務

1. 國際聯슴軍司令部의 法的 性格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國際聯合과 같은 國際法의 主體인 것이 아니다. 國際

聯合은 國際法의 主體인 “國際組織”의 하나이나，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國際法

의 主體인 國際聯合이라는 國際組織의 한 “機關”인 것이다. 國際聯合은 國

際法의 主體로서 國際法上 法A格을 갖고 있으나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國際

聯合 安全保障理事會의 補助機關으로서 法A格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休戰協定”의 一方 當事者는 품A格者인 國際聯合이며， 그의 機

關인 國際聯合司令部가 아닌 것이다.

2. 國際聯合軍의 韓國활힘의 法的任務

뚫E韓國際聯合軍은 北韓에 의 한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는 것을 그의 主된

任務로 한다. 이는 1950년 6월 27일 의 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와

7월 7일의 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 表示되 어 있으며 , 1950년 10

월 7일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도 明示되어 있다.

睡韓國際聯合軍은 北韓에 의한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는 任務이외에 또 하

나의 任務를 갖고 있다. 그것은 統一의 任務이다. 1950년 10월 7일 의 國

際聯合總會의 決議에 의하면 全 韓國을 통한 統一·獨立·民主 政府의 樹

立이 뽑韓 國際聯合軍의 任務임을 明白히 表示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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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國際聯合軍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과 休戰協

定의 效力

1. 國際聯合軍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

!꽤t l패힘에 대한 {한戰指揮t짧은 딩c :0: 1:lt1: 1핸J랜팎會의 決議애 의해 創設펀 “國1/쌍

I佛合파과의 關係”애서의 씨3戰」타f軍↑1~ 51} 폐美;fll표|껴衛條約애 의히1 .!따면한 “:한

다i괴 의 관계”에서의 끼E戰指}軍權으)무~ ~_.- :it I~I상 9I EK-쐐j원로 分化되어 았다. 前쉽

의 샘據는 1950년 7월 15일 의 “作戰指博權 移讓公輪”이며 後者의 뻐據는

1954년 11월 17일 의 “1짜美合천5義특섭·錄”이다. 위의 아노 경우니- 國따애 대한

作戰핍}짧權은 國際聯合~Ii 감j令텀·에 게 移讓되 아 있다.

“作戰指햄↑웬移讓公輪”의 法的 J밟’事춰-눈 ·方은 大따l한國이고 他方은 國I際

l佛合이 다. 國際聯合t섭[ iiJ 令 1팍은 l피公輪의 ”없·곽.J.者인 國際聯合으1 $I페라→權者이 고

풍시애 jjffi行機關이며 ， 當事者가 아니다.

1t，戰指꽤i權移讓은 大Mt 1lN이 l때會의 |피쉽;뜰 언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브로

이는 大統해의 條約縮結行짧j감서 “節 'Ix上j훨憲” 으로 꾀거나 또는 作戰指揮

↑짧은 性質 t-. 修鍵될 수 없는 것으로 “內짜上 違憲”으호 보이 그의 빼야j法·

上 그 效力의 有效여부를 디-룹 수 있다. 그파나 이는 國l際法 t 有效한

것으로 그 效力의 有效여부룰 l때I행法:J二 디-둡 수 없다.

2. 國際聯合軍司令部와 休戰協定의 當홉i者

1953년 7월 27일의 “休戰協定”은 國l짧聊合軍司令힘을 ←·方으로 하고 ~It範

量最담j司令官괴- r~j~Al치 忍1찌‘i軍 닙]令띤을 他方으로 하여 響名되 었다. 따라서

“休戰|값宏”의 -• -75‘ ’닮事휩는 “國l際l佛유”이，Oi L 他方 當팎쉰는 “北햄 :ill- 냐I Jl "

이다. “休戰|씨~"의 -J)" 當독홉者는 法A1점팎·인 國|際l佛{f-이따， ~폐|際 lr~싼 '"p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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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는 國際聯合의 機關으로 法A格者가 아니므로 “休戰協定”의 當事者가 아

니다.

大韓民國 代表가 “休戰協定”에 暑名한 바 없고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

定”의 縮結에 反對했으므로 大韓民國은 “休戰協定”의 當事者가 아니다. 그러

나 國際聯合軍司令官의 作戰指揮權을 통해 “休戰協定”의 效力이 間接的으로

大韓民國에 미친다.

v. 國際聯合軍 搬收時 提起되는 國際法上 諸問題點과

그에 대한 對策 方案

1. 休戰協定의 當事者

가. 提起되는 問題點

國際聯合軍이 澈收하게 되면 國際聯合軍司令官이 -方의 暑名者로 되어

있는 “休戰協定”은 消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休戰協定”의 〕方 當事者는 國際聯合이고 國際聯合軍司令官은

“休戰協定”의 線結權者 즉 國際聯合의 機關이다.

따라서 國際聯合軍이 澈收 · 解體되어 國際聯合軍司令官이 消滅되어도 “休戰

協定”의 當事者인 國際聯合이 消滅되지 아니하는 한 “休戰協定”은 그대로

效力을 갖는다.

그러나 國際聯合軍이 澈收하고 國際聯合司令部가 消滅될 경우 關係當事者

와 南北韓의 利益을 調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政治的으로 “休戰協定”의

當事者를 代替하는 것을 考慮해 볼 수 있다. 예컨대， 一方 當事者가 國際

聯合이고 他方 當事者가 北韓 · 中共인 “休戰協定”을 -方 當事者는 大韓民

國이고 他方 當事者는 北韓으로 그 當事者를 代替하는 것을 考慮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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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균-운 짧-뿔-휴의 -r}5효반으로 이루어짚 수 없으며， 國I際l佛상괴 ~t韓

• 1:j:1 共 의 合;단에 의한 “休戰|찌定”의 |發 I L 기- 前찮되어야 한다는 |해題둡 提

;l파시킨다.

나. 問題뺑Iii 이l 대 한 對策JJ-案

만일 “休戰l찌定”의 當事者의 代替가 II떼감的으보 必흉한히-디-띤 이에 對處하

기 위해 ( i )“休戰폐짜”의 해 當량1천-에 의한 “休l뺑폐定”의 l發止와， (ii) 새

포운 當事者의 f￥t홉;가 이부야 저이: 힌다.

現行 “休戰!찌定”을 }發 11-.하는 )y案은 디-음의 4個의 方案을 考-慮해 필- 수

있다

( i )--方은 國際聯合， f띠}j‘은 北떼1\ • l:p :;!자으로 하는 共I퍼파단이나 |찌定올

絲結-허-는 方案

( ii ) I때 |際 l佛合 강;;0 1안保 l훨 굉끄事會으1 셔~효오1- ~tj:파 . 1:P Jt 의 共l퍼판탑을 하는

JJO案

(iii) -0方을 16•mil 參戰l앓l파 大 j:u\t [( [뼈， ↑따 )J을→ ;It째!파 中共으포 하는 共

"괴단란을 하는 方業

(iv)1954년 Geneva會講의 參지II I패에 의한 :Jtl司宣言을 하는 方案

위 의 해‘ H 案 rl l (i) 의 }j 案 이 5命I띤的 이 ::-tL 實現 ' I~l:이 높은 方案이다.

( ii )의 H案은 꽃;소{쌍 l함 :f!P' i]Jl.會애 서 ~!il * 1맺l 의 :J{i否權에 의해 mJL펠 可能↑끽;

이 많으l셔， ( ii i) 의 方案은 이늠 ?안하IS 으1 -£↑합뜰 안기 이펴우므로 寶現띠‘能

'lit 이 낮다.

“休戰!찌定”으| 效力윤 承繼허는 새로운 랩펄·者의 i뿔定方案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考慮펠 수 있다.

( i )_0方찰 大펴굉國 他方윤 北떼으로 하는 方案

( ii )---方‘뭔- 大 l싸 l치꽤 • 美歐j . II本， fl!:UT윤 ;jt i!lI\t • r~1共으로 하는 지‘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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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j) -方을 大韓民國 · 美國 · 日本， 他方을 北韓 · 中共 · 蘇聯으로 하는 方案

(i)의 方案은 現實的이긴 하나， 實現性이 낮으며， (ii) , (iii ) 의 方案은

實現性은 높으나 우리의 自主統}에 障陽가 된다.

2. 休戰協定의 施行機關

가. 提起되는 問題點

“休戰協定”의 當事者는 -方이 國際聯合이고 他方이 北韓과 中共이며， “休

戰協定”의 線結權者는 ←→方이 國際聯合軍司令官이고 他方이 北韓軍最高司令官

과 中共A民志、願軍司令官이다. 그리고 “休戰協定”의 施行機關은 “休戰協定”上

〕方이 國際聯合司令官이고 他方이 北韓軍最高司令官과 中共A民志願軍司令官

이다.

따라서 “休戰協定”의 〕方 當事者인 國際聯合의 施行機關인 國際聯合軍司

令部가 藍韓 國際聯合軍의 澈收로 解體 · 消滅되게 될 경우 “休戰協定”은

屬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나. 問題點에 대 한 對策方案

“休戰協定”의 施行機關인 現 國際聯合軍司令部를 새로운 施行機關으로 代

替하고 또 그 機關擔當者인 現 國際聯合軍司令官을 새로운 機關擔當者로 代

替하는 方案은 다음 두가지가 考慮될 수 있다.

( i )0)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가 國際聯合軍司令部를 解體하고 國際聯合軍

司令官의 任命을 美國에 委任한 決議를 激回하는 決議를 採擇하고，@동시

에 安全保障理事會가 國際聯合軍司令部의 代替機關을 設置하고， 또 그 代替

機關擔當者를 任命하는 決議를 採擇하는 方案

( ii) O)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가 國際聯合軍司令部를 解體하고 國際聯合軍

司令官의 任命을 美國에 쫓任한 決議플 澈回하는 內容의 決議를 採擇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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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 l際聯싼 總햄기- I或II쌍JI#介껴1 1 1] 令 퓨IS 의 새_i;~운 ↑t替搬關을 닙t i합히 3l， 또 二l

代참機關擔챔-최·쉰- ↑王ri)T하는 싸싸:~禮뚫悲3쉰블-← }짜자체J짧빨히

( i )애 비해 ( ii )가 寶짜까이 갚은 )j"業이다.

[평I[際柳싼軍피令}깨닫 1t참히-는 새 i~운 뻐行4幾關의 4쇄t lVG }i품으토 다유피- 같

은 )j案을 考‘}慮히1 뭔 수 있니.

( i )“職美I剛유따 t샤令담IS "가 國|뺑 ~ijh~￥납i :d]令{써판 1~참하는 }f案

( ii )“파l쐐車피令딩IS"가 國際聯合l¥ l'ij令꽉IS닫 代替히-는 方案

( iii) “ l때際平께1씨f~셈¥ . 니令김:IS "기 때|際 II뼈介파 lij令 g;1‘룹 代참하는 方梁

( i ), ( ii i) 에 비해 ( ii )의 )j案 이 實μ'L 'I't 이 늪다. 터主統 -을 위해서도

( ii )의 方案이 合]맺的언 方案이다. ( iii) 은 침국 ( i ), (ii )의 전총方茶이

디.

3. 作戰指揮權의 還收

가. 提起되는 |버題뺑IIi

1950 1간 의 “作戰指揮權移讓公i淑”익 當-탱갖춰 즉， 11傑씬J 의 當독합￥쥬는 ←-方 °1 大

韓f치國 이고 fttJ. )j은 !園陽l佛싼이 며 ， :~ 縮結↑않者는 -→方은 大統채이고 他方은

國際聯合軍司令ι넘’이다. 따라서 法A格쉽·인 國際聯合이 t댐滅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機關인 國際聯合남i닙]令꽉IS가 解ff뽑 • 消滅되어도 作戰指彈權移讓公輪의 效

17은 當然히 j패滅되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同公輪의 雙方當事者·가 ·方의

패行機關을 國|際 lrij~合짧즙]令官으로 }릅定했으므로 國際聯合짧司令部의 ?셈 i따은

同 公輪의 }j(Jj，行을 不可能하게 힌l다. 따라시 -• ·方 當事者인 l때 |際뼈合이 뼈

l漂l剛合軍 j司令部의 作戰指揮의 權|없에 판헤 이떤 惜5월룹 取헤이: 히는 問題기

提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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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問題點에 대 한 對策方案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當事者인 大韓民國과 國際聯合이 同 公輪의 施行

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部(官)의 解體 • 消滅로 인한 作戰指揮權의 行使不能에

관해 取할 수 있는 惜置로 다음과 같은 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i)國際聯合의 代替機關을 指定하는 方案 : 解體 · 消滅되는 國際聯合軍司令

部(官)의 作戰指揮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 ii) 國際聯合에 歸屬되어 있는 作戰指揮權을 他者에게 移讓하는 方案:

이에는 @韓美聯合軍司令部(官)에게 移讓하는 方案과，®大韓民國에 移讓하는

方案이 있다.

( ii )의 @의 方案이 ( ii) 의 @의 方案보다 實現性이 낮을 수 있으나，

( ii )의 @의 方案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北進統-으| 根擺

가. 提起되는 問題點

前述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軍의 任務는 北韓의 武力的 攻擊을 擊退시키는

것과 韓半島에 統一 · 獨立 · 民主 政府를 樹立하는 데 있다. 國際聯合軍이

激收하게 되면 大韓民國 國軍은 北韓의 武力的 攻擊이 있는 경우 休戰線을

넘어 統一·獨立·民主政府의 樹立을 위해 北進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國際聯合軍의 澈收는 단순히 우리 測의 軍事力을 弱化시키는 결

과를 가져 오는 것에 限定하는 것이 아니라 統一·獨立·民主 政府의 樹立

을 위해 北進할 수 있는 根據를 喪失시킨다는 重大한 問題를 提起시킨다.

나. 問題點에 대한 對策方案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對策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國際聯合軍이 全部 澈收하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 澈收해도 一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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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 L-_ 빼JI:lc하지 이-니 하고 象徵的으.5~ 大세tJ，~國애 남이- 있는 )j案

( ii ) I행際 j佛잡파이 全fflS 微JI:lc해도 끼￥t體되 지 아니하고 -→핍가 第3 [쾌에 남61-

있는 方案

( i )의 方業이 i1-~캔l l'j상이니- 蠻패 IiI能 'Itt이 낫다. (ii) 의 方案은 實現내可-펴祝E↑

은은- 높으나 j北G i輝랩圖;의 }과찮이 있눈 경우- 즉각적으보 對處할 수 없다는 단짐이

있다.

5. 韓美聯合軍司令部의 改編

기 짧，낸되 는 Iti1M펴點

폐 國다i’ 에 대 한 作뻐IJt:}‘납}파↑앓 이 l패1際JIijF.合파페令a단’으보 부터 렌l패에 흰원되 거l

뇌맨 |폐際 JWF.잠까i l ;]令‘i긴’인 떼강등 Jlafoi1-파Fi]令젠은 싸|패軍을 지후l헐 수 없게 되

므갚 씨i美 Jjijf， fJ-'11i tij 令 냄 IS 으 1 f암 :HII l'선뭔jlj 애 j과써윤 기-져오가1 펀다. 즉 균대의 폐

織}처넷ILl ’ 균시펑권이 그의 이l 히 ] ll 디1 ·륜 지휘한 수 없게 되는 꼬순을 기-져오

게 펀디. 이는 전국 파핏 JlijF. 1↑과L I:샤 令 I'fIS 의 폐지 t~· 형으포 유도펀 수도 있디.

이렇게 펼 ;상우 l때際 Jlijf，유 1].!. 1디4쉐itS 의 jfj!()lt~망 이1 뿔.j"↑빼허여 創 iGt 힌- ”(liL美 l佛合괴1 Vi]

令임IS의 設Ji: 11 1'J얀을 않ill히- 거l 되 이 11] 리 고 싼가1 펀다는 |버웹기 f쏘it브펀다.

나. 問쐐‘센 l 애 대 한 뿔I'策 )j茶

이 liFlj웰에 디l 한- 뿔J1j떠짧으로， C].유 두가지 方案올 .:11펴 해 꽉 수 있디.

( i )패美l剛介 'lt1 Nj令젠은 美파)1용젠이， .-:1. 페넌j令 '['if은 l챔國l댄‘ 정-성 이 각각 임

1 성 되 도록→ 펴이 있는 잣응 파美l佛잠1p.: Ii] 令딘은 따|때괴f장성윤 그- 부시-j:;성핀은

美'£1.!.정성이 각각 임맹되도복 댄美 Jjijf，fJ-납f테令하 IS의 기二il•닫 개편허는→ 1잉 안

( ii )떼美 Jlijfo싼파피令땀의 까:쇄고1- 機能뭔- ↑%下시켜 월1事委탑會化하는 1생-안，

α11 깐 대 l폐 |際 lIi'fo1>펀 ，반: .J '.01 5rll 깅 ~i~- 의 친-?E츄장 !{E는 二[ 대리 '?l으로 구성되는

l폐 |際 l佛介 “ Jtl W; 參 i많 委 N1학”니 뼈j팎參뼈11-1 의 시팽판1-으5;~ ··~IJ 성 도| 았턴 “덤다Ii止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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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援助機構”등과 같이 聯合軍의 協調機構로 전환시키는 벙안

위의 (i)의 방안과 ( ii )의 방안 중 어느 방안이 合理的인 것인가는 作

戰指揮權을 還收하기 전에 우리측이 신중히 연구 ·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6. 韓美相효防衛條約의 補完

가. 提起되는 問題點

國際聯合軍의 #散收가 實質的으로 ‘활韓美軍의 激收로 될 경우 “韓美相互防

衛條約”의 補完問題가 提起된다. 同 條約 제2조는 外部로 부터의 武力的

攻擊에 대하여 1!O刻的으로 防衛惜置를 取할 義務를 規定하지 아니하고 相互

協議와 合意에 의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 條約 제3조는 제2조의

制限에 追加하여 共同의 危險에 對處하기 위하여 各者의 憲法上 節IX에 따

라 行動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同 條約과 밟Ij限的인 規定에도 不狗하고 大韓民國의 安

全을 保障할 수 있었던 것은 1973 년 의 美國議會의 “戰爭權決議" (War

Powers Resolution)에 의 거 美國軍隊에 대 한 攻擊이 있는 경우 美國大統領

은 議會의 援權없이 獨自的으로 60일 (또는 90일 ) 間 戰l調를 開始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美軍이 大韓民國에 歸면하여 있는 경우 北韓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武力的 攻擊을 해 오는 경우 이는 “戰爭權決議” 제2절 (C) (3)의

美國軍隊에 대한 攻擊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美國大統領은 議會의 授權

없이 이에 對處하는 戰爭을 開始할 수 있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安全은 保

障될 수 있다. 그러나 國際聯合軍이 즉 實質的인 美軍이 激收하게 될 경

우 大韓民國은 이러한 保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重大한 問題가 提起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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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g] J꾀없ij °1] 대 힌 對UZ JJ業

贊 Ii'갚 1' 10으쿄 jR JfJ: 이 첸수하개 편 ;상우 “，;l파美재 fT. 1씨f術條約 " 91 filj 完 方法으보

다감 두가지 }J業윈- 경·慮히l 필- 수 있디.

( i HI 꽤介入 J'j과으로 “l챔美씨|갚|찌衛條約”을 i.\jUE하는 方業

( ii )少數의 美 J IL 을 짱《微1'1상으 ..<;~ Jjij}j" 으-1 1:‘ lit國 닥펴lS I隊에 ilK )힐때마파한 수 있jii

펀 핏짧으츠감 쐐f»<:된 ~ljL f섭 |찌 7J I많I · 꾀f핀 i벌絡l댄l 등을 iBt f월한다는 Ij案

이 두 方案은 :fl센L f) I， )듀的인 것이 이一니라 제표짜n完l꺼인 것으갚 |패 II~); 011 빼

方深:윤 쩨擇힐 수 있니.

N. 結 論

~t~tijt當 }펴은 1953년 休戰 이 라l 굉t :J':씨히- 가1 .1웹 輪 r~ll쩡 l佛싼댄 :i1)- .I뾰파 승쉰펴i의

搬JI:lc룹 主-張히l 오끄 았다. 그바나 위에서 경-察해 본 바와 같이 國際聯合

숱ff의 韓 l패 l밥마l온 r正統政}땀 인 大llf. .Ft. 1뼈 j않 }웬의 홍당5뿜피· 이에 따콘 國際聯合

'k:£1짜 IT할理事會91 :J'휩휩애 依據힌 갓이 1꾀 ， 이는 →Jil않國|際法 I二 ::L바 jl 國l際聯

合憲筆-上 合it:따 인 것이다. 따파서 ~t*힘當써애 의한 짧E韓 國際聯合i함의 澈

JI:lcj: ry상은 法 l꺼 빠據가 없는 것이 띠 , 오직 政治的 間題로서 主폈될 수 있

는데 不過하다.

南i ;J t !JiJ\t의 現 做對關係릎 f앤서)~하여 :q짜riMe態로 回復히·고 또 ii밟半鳥의 當事→

者r，~짧~틀 i훤北띠댐 의 두 當事者問題화 뿔理-허가 위해 “休戰|찌定”을 平和條約

으토 代替하는 것이 要求된다. 그바나 “休戰|찌定”을 平和條約으로 代替하면

“↑木戰|찌定”의 -方 當事者인 國際聯合의 施行機關인 國際聯合軍은 더 이싱

障國애 j뺨 I효현- i=~的 ;gf分 딛- 잃게 펀다. 따라서 國!뺑 IfM\유軍은 澈JI:lc해 야 하

l까 國I I際 l剛合軍 이 }散收하게 되띤 바E半島는 채dt; ;j\Jt ← · 으l 威聲올 받게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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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론 美軍은 國際聯合軍이 澈收하게 되어도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계

속 南韓에 ‘뽑면할 수 있으나 平和條約 線結時 北f則은 美軍외 澈收를 前提

條f牛으로 提示할 것이다.

오늘 우리 韓半島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누個의 當面課題는 “安

保”와 “統→”이다. 安保를 위해 國際聯合單파 美뚫은 계속 南韓에 활띤해야

하나， 統←→를 위해서는 美軍은 澈收해야 한다. 그러나 國際聯合軍은 統-달

위해 織收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國際聯合軍의 任務의 하나가

統-. 獨후 · 民主 政府의 樹후에 있기 때운이다.

요컨대， 國際聯合軍은 韓國의 安保률 위해서는 물론이고 統-을 위해서도

계속 韓國에 ，흉띤해야 하나， 만일 平和條約이 체결되기 전에 그리고 統

政府가 樹立되기 잔에 國際聯合軍이 澈收해야 한다면 上述한 諸問題에 대한

對備策을 講究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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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序 論

1905년의 “ζE保護條約"， 1907년의 “丁未7條約"， 1910년의 “韓日合해條約”

에 의해 日本의 植民地 統治下에 羅束되었던 韓國은 1943년 11월 27일 의

“Cairo 宣言"， 1945년 7윌 26일 의 “Potsdam宣言”에 의하여 日本으로 부터

의 分離 · 獨立이 公約되 었고， 1945년 8월 15일 의 日 本의 “無條件降服”으로

韓國은 日本의 不法的 統治로부터1)分離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9월 2

일의 聯合軍最高司令部의 “←→般命令 제 1호“ (General Order No.1")에 의해 韓

國은 38線을 境界로 分離되게 되 었다 2 )

“-般命令 제 1호”에 의한 南北韓分斷이후 美軍은 南韓을， 그리고 蘇聯軍은

北韓을 각각 古領하여 軍政을 實施했다. 1948년 8월 15일에 南韓에 大韓民

國 政府가 樹立되고 1948년 9월 9 일 에 北韓에 北韓政府가 樹立된 후，

1948년 12월에 蘇聯軍이 먼저 北韓에서 澈收했고， 1949년 6월에 美軍이 南

韓에서 澈收했다3) 1945년 8월부터 시작되어 美軍과 蘇聯軍이 南北韓에서

註 1) 1965년의 “韓日基本關係에관한 條約”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1910년의 “韓

日合해條約”은 이미 無效임이 確認되었으므로 1910년 이후 日本의 韓國統治

는 法的 根據가 없는 것으로 되어 不法的인 것으로 된다.

2) L. M. Goodrich , The United Nations(New York: Croewell , 1959), p.

5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Far Eastern Series(Washington: U. S. G. P.O. , 1960),

pp. 44-45.

E. 0 ’ Ballance, Korea : 1950-1953(Hamden: Ar -chon, 1969), p. 20

3) D. Woodman, “Korea, Formsa, And Workd Peace,» The Politcal Quar

terly, Vol, 21, 1950, P. 368. E. Laurd, A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Vol. I (Lρndon : Macmilcan, 1982), p. 239

B. N. Goswami , “Pakistan and the Korean Crsis ,» In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5-16, 1966-1967, p. 540

U.S. Department of State. Korea: 1945 to 1948 (New York: Green
wood, 1969), p. 22

-5-



}펴收힌 띠l 까 지 이듬으l 폐半돼이}의 j캘j띠: 의 法 l찌 까짧은- “ I ~i 쩌 " ( 交戰 llj 때，

belligerent occupation) 이었다 1)

1950\'1 6원 25일 j며lF갯ti챈 :fII 의 l폐합원- 받은 우리 政府는 二l 뿔 E:f인 6원

26일 I때l際 l佛싼파 美國l政떠:애 대히에 投lIJJ룹 폈鎬하는 1씨 세지릎 ];1_냈으 1꾀 ， 5 )

이 똥잉t調 에 1;{(據하여 l꽤 |際l佛싹 갖원保l웬)'II퍼i會는 6월 27일 l행I I際l剛介 川 I I，씨 l꽤

애게 太樞f~ 1빼 이] 1* ]1)J뜰 4강供히l 줍 것을 勳함하는 決講룹 tR擇하았다 (j ) I피

決講어] 1;{(據 |폐|際 11M合파 이 大꽤 j치 |패 에 m~~貴되 어 ;It ~it\t ::l ~탤 펙i 을- 뺑 )l혹시 키 고

入: J~r，t f덩빼에 .Ilit 띤히 거l 꾀 었다.

::1 후 1953년 7원 27일 에 “休戰!찌定”이 J:Vt立된 후 1953\'1 10월 1 띤 애

“}j:펜 핏 *1'1 표 j까衝條떼” 이 *m結되 었으n] ， 7) I펴 條씬J애 •';{( 11옳 美젠은 大i휩L치 I꽤 애

，빠t rlL 허- 여 ;It!페 :It i￥ Jf1: 의 i¥J1잦윤 뻐J fljlj 히 여 36 1간 간 !밥半 j품 의 ?상金을 쩌lit칸 히l

왔다 1950 년 6 . 25動옮L 이 후 폐니폐애 끼:쇄하게 된 |행際 llij~ 15- 'IjI 피- p]균은

1945년 8윌 이후 인~젠놔애 디1 힌 lll 정-해 시1 괄 위해 한씬도의 난북한에 iF留

했덴 美tp: . #~]IM끼i과는 전혜 二L 'lt1:싸이 디-끈 것이디. 後싼는 “ I~i 微 " ( 交戰 I~ i

꺼(1 ) 인 데 1센 해 i]lj 츄는 “봐 1:tL " (띤짜I Iii 때pacific occupation) 인 것이다. “리

領”은~ ~Ii 값i者의 • -J;I~I/j 천 At~에 의한- 갓이니 “l뾰 FE ”은 1註면춰외 싸j따rlL·원- I해

Pit 4) B. 1. Kaufman, The Koreαn Wa,.(New York: Knopf, 1986), pp. 9- 23.

D. H. N. .Johnson, “ The Korean Question and the United Nations , "

Nordisk Tidsskriff for International Ret, Vol, 26, 1956, p. 26.

W. D. l~eere ， The Repuhlic rll Korea(London: Oxford Univ. Press,

1963), PP. 23ft
5) L.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 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1956), p. 107

外;修꽉1\ ， 폐|행l 統 → l레 }펴 ， 1943 년 ←1960 년 (시 윤 : 外愁닙1\ ， Jl'll:務}테， 1962), PP.

77-78.

6) G. D. Paige , The Kore“n Decis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 204.

7) .J. A S. Grenvile , 1'lJe Major Internation Trea-ties 1914--1973 ’ A History

and (iuide With Texts (London: Methuen, 1974),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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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友方的 意思의 合致에 의거한 것이란 점에서 兩者는 本質的으로 그 法

的 性格을 달리 한다 8)

1970년대부터 美 · 蘇兩極의 冷戰體밟Ij의 構性物로 放棄되어 오던 分斷韓國

은 밀려오는 和解와 多極化의 물결이 가져오는 韓半島 安保體制의 構造的

變化의 要求를 받게 되었다. 分斷祖國의 統一이라는 우리의 主觀的 熱望보

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列輝의 利害調節이라는 觀點에서 韓半島의 平和定훨

에 관한 새로운 方案을 모색해야 할 때가 到來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의

變化는 다음 두가지 뼈面에서 感知할 수 있다.

첫째로， 周邊列彈과의 關係에서 볼 때 韓半島의 南北分斷이 外勢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같이 韓半島의 統一 또한 外勢의 連銷를 벗어나 實現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의 自主的 統-의 意志도 外勢에 의한 없Ij約을 받음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도 周邊論大國의 복잡

한 利홈關係에 羅束되어 왔다. 이른바 “現狀의 合法化"(legitimation of the

status quo)라는 이듬우로 周邊彈大國에 의해 論議되고 있는 平和定看의

새로운 方案으로 南北韓交友承認·南北韓同時 國際聯合加入·平和條約統結 등

은 必然的으로 廳韓 國際聯合軍의 澈收를 要求하게 될 것이며， 1925년 제

30차 國際聯合 總會에서 國際聯合軍 司令部의 無條件解體 · 休戰協定의 平和

協定으로서의 代替， 활韓美軍의 #散收 등을 要求하는 共庫↑則 決議案을9) 採

擇한 國際聯合加盟國의 壓力을 考魔할 때， 또 다시 國際聯合 總會에서 美

軍激收의 要求를 해 올 可能性은 排除되지 않으며 美國의 Asia戰略은 機

動f象備隊를 編成保有하여 前進~據뚫호면을 減少 내지 激收하여 調整國家로서

註 8) R. Bernhardt(ed.) , Encyclopea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Vol. 4

(Amsterdam : North Holland Publistsing co, 1982), pp. 67-69.

9) United Nat 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90 B(XXX) , November

18,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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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Q:펀o III 올 擔當힐 可能性이 없시 않다 ] 0 )

늪-째로 댄~tJ:파 fJj 익 關係이l서 넌 띠] rfJ :It짜은 體해Ij鏡爭을 하1찬서도 tV/~ ::'r::

義에 立|빼j한 IE統 'I까을 提示해 왔으따 美짜의 兩」極↑뽑Iff lj의 뼈;壞외- 싸I fYl[o零擾|氣

는 l치族主義 ，'1'0 ~~t --，의 새로운 義|κ달 liL 여 하고 있다 11)中共의 對l圖接f爛은

北l핸애 거1， 디*피 美國의 對:I t投 JE:은 大폐 L녕國에게 각각 t~:族초義的 覺뻐뀔을

fι>1<‘하고 있다 . 이 러 한 힘族츠E義의 j땅c $Jj 은 한편 :It韓에 대 해 :It꽤이 끈질

기가} 提議해 오던 Iflftll찌定의 빠fit려피 i돼J(I~國If際 II뼈싼軍과 !뾰神美軍‘으l 微J/文릎

더 욱 j링t柳허 게 3:=.iJ長해 올 수- 있는 핏IE!으효 作띤하고， 다븐 한펀 大輪£1::

歐l에 대 해 l註l圖 |핵 |際 l佛合軍피- 뾰따E쉴￥[i의 熾J/X릎 容誌할 수 있는- 것으로 考i

盧해 보도측 찌4파을 주고 있디- 이제 따따國|際Irij~싹따파 i밥雄美1럼의 微Jlx는

i팎北꾀i 간의 t~族까同體憲첼의 1*擇 또는- 뺨定!찌~縮針의 짧盤윤 ~마進 1'1얀 으로

i원成하고 i훼 ~t j端의 EJ 主 I~I"J . )5[外랭的 ;쉽:Jκ 있는 安定을 保I꿇해 준다고 생각

할 수 있게 될지 또판다 12 ) 그i:-l ~-~i~i. 이바힌- 國까l外的 :ifi{件의 變化에 따

라 ‘뾰i합 l행l際聊合뿔꾀- ，Itt.輝美‘따이 微J/X하게 될 경우 이애 對備힌- 輪半웹의

平和定휩과 이의 l핵家EI상 • f~Ji잣的 ::f.‘上課題j츠 提첼되 었다.

이를 위해 벤저 (j)國|際l佛合軍의 짧I행悔It!:의 法되긴 ↑과據와 싹法↑生애 관

해 考察해 꾀고， (ii)園際l佛合훤 퍼令部의 法的 性格과 國l際聯잠yTf의 韓.國

悔rtf，의 E용的 if:務를 살펴 본 다음， (ii i) I행 際II뼈合寅의 i輝國軍애 대한 作戰

指揮빼과 “休빼1값定”괴 의 關係를 檢討·해 보고， (iv) 이를 前提로 脫.韓國際l佛

合軍이 }散J/文하기l 될 정우 提i댈되는 國際法-土. 諸問題펴을 提示하고 이에 대

Kennan, “After the Cold War , " Foreign /{ηairs Review ,Vo l. 6,

1972, PP. 73-74.

Weinstin and Fuji Kamiya , The Security of Korea: U. S. and

Perspectives on the 1980s(Boulder ; Westview, 1980) , pp.

itt: 10) G. F.

No.4,

11) F. B.

Japanese

176--177 ,

12) Ibid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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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可能한 對策方案을 講究해 보기로 한다. 本 冊究의 題팀이 ‘활韓國際聯

合軍의 澈收에 관한 것이지만 활韓美軍의 澈收에 관해서도 論及하기로 함을

‘젊言해 둔다.

本 冊究의 結果가 韓國의 統-.安保政策의 立案·決定者에게 職務上 參

考指針으로 活用되었으면 한다.

-9-



IT. 國際聯合軍의 韓國顧면의 i去的 根據와

合i去뺨

1. 國際聯合軍의 韓國뽑초lt!의 法的 根據

가-般國際法上 外國軍 l像 雖면의 法的 根擾

Jij;i: l패 l뺑 it: ←L·. →|때의 웹斷기 ftg國 익 때 L에 ,mt rE:.하기 위해서는 짧 LrfJ' J屬

國인 他|꽤의 테합기- 있음을 떳한다.

iTt:!쪼는 l패 |際앉 1-. I폐*의 實 )J的 4幾關으ii~. 그것이 他|행의 il.퍼土 。11 ，I註l효허가

나 他l쐐의 쉬~U~J(>딛 illlJ웬하는녀l 는 l때I I際法 lτ 빠據기 있아야 한다1) 他國의 ilN

I二 이l 外|꽤파隊기 l않다조허가 니→ 또뉴 :!Jll;꾀하난1 \'°1 )값 fl U 的으로 ~L J훤隊의 데 1讀國

~4 破뾰rE:.國 또는- 被i벼 j꾀 l패l 고l 絲*lli 힌 條k!0 J-. 으1 샘據기- 있거나 이·니띤 싸j뾰

rt!: 또는 값Jill;꾀 l꽤의 /싸찌이니- 폈해이 있어야 힌다. I꽤 |際II#! 삼짧 이 ~퍼;→ 1꽤에

l뾰 rt!: 히- 가1 펀 ↑l‘據는 條約에 {JI(據한 것이 아니라 우리 l않}써: 의 흉염5펌고l 이에

대한 國|際 II#!싼 잦싼싸|뭘 j밴펌，會의 f압 i델 에 ↑κ據힌- 것이다. 그테니 美펴이 폐

|퍼에 i따마조허 가l 펀 것은 “쩨!美씨 l互|끼術條 :1%'0"이라는 條폐에 根據힌- 것이다.

여가서는 I행 |際 l剛合'ifl: 의 l뾰 rE:.샘據와 .~1 f王務델 섣-펴 보기로 힌다.

註 1) W.Levi, contemporary Internαtional Law: A Concise Intraducetion (Boulder:

West view, 1979), p.103.

H.Lauterpacht , 이7penheim’ s Internhαtional Law , Vol. 1, 8th ed. (London

: Longmans , 1955), pp.84fi-47.

G.v.Glahn, Law Among Nations, :lrd eel. (New york: Macmillan, 1970),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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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國際聯合軍의 활'It!根擬

韓國動옮L이 執發하자 國際聯合은 北韓軍에 對抗하기 위해 國際聯合軍을

韓國에 ilK遺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軍의 韓國뚫초면의 法的 根據

는 大韓民國政府의 要請과 이에 대한 國際聯合의 提置에 依據한 것이었다.

이하 大韓民國政府의 要請과 이에 대한 國際聯合의 惜置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大韓民國政府의 要請

國際聯合軍이 韓國에 ilR遺된 것은 면저 大韓民國政府의 要請에 의거한 것

이였다. 韓國動亂이 좋b發할 당시 大韓民國은 어느 國家와도 相互防衛條約을

練結한 바 없었고，2) 또 어떠한 地域的 集團 安全防衛條約에 加入한 바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政府가 北韓共盧軍의 南f윷을 k且止 擊退하기 위해서

는 어느 國家나 또는 어떠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機構에 대해 條約에 根據

하여 그 所屬軍隊의 ilR遺을 要請할 수 없었다. 이에 1950년 6윌 26일 大

韓民國國會의 이름으로 國際聯合 總會에 援助를 要請하는 다음과 같은 메세

지를 보냈다.

6월 25일 早朝를 期하여 北韓共옳軍隊는 38도선 전면에 걸쳐 무력침략을

開始하였다. 自衛를 위하여 우리들의 勇敢하고 愛國的인 陸海軍은 英雄的인

防衛作戰을 展開하였다. ~友옮L軍의 이 野蠻的이며 不法的인 行馬는 容첼、할 수

없는 犯罪行寫이다. 3千萬 國民을 代表하는 우리들은 國際聯合 總會가 f룻略에

대한 우리들의 防衛戰關가 우리들 國民과 政府의 不可避한 反撥임을 認識할

것을 希望한다. 우리틀은 또한 韓國뿐만 아니라 世界의 平和愛好國民을 馬한

平和와 安全을 確保하기 위하여 貴下의 llP刻的이 며 效果的 諸惜置를 n乎訴한

다 3)

註 2 ) “韓美相互防衛條”은 “休戰1쩌定”체결 후인 1953년 10윌 1일에 홈名되었다.

3) 外務部， 韓國統--問題(서울 : 外務部， 1962),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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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 김은 大웹f~國I I평l曾 9 ] U때 |際ll~r.介애 대 한 燮請에 依據하여 國|際 1[~r. 1} ，?:.

國|際 llff.삼화i윈→ 파|패l 애 i)K: 5뿔히 기 위한 해파샅 취하게 되었다.

(2) 國縣l佛合의 짧·찮

(가) 安全保l慶:f!li事會의 對jit합授 .llJJ짧IJ 1':;-決議

l따II際l빼合Jfl 이 펴 l헬l 에 派j합펴 게 펀 것은 :*)1챔[\:[때 l政써:의 先要請피 이에 대

한 l꽤 |際 l佛싼의 1단쇄:합 에 의힌 것이였다_ .f-.패힌 바와 같이 大}때야國I i않府

가 |핵際 J[~r. 1} 애 대 해 投助달 폈 ~1륭 히 기 에 앞서 서 6월 25 일 오후 211팡

(Washington I낸 問 ) 에 B 集된 l폐 |際 l佛合 장~-全{짜障理事會는 ;[cil피k當}허에 게 빼k對

行짧룹 {후 11::. 히→고 38總으로 搬J I~힐 것플 찢-求하는 決議룹4) 짜擇한 바 있

다

6웰 25일 安企保|障맴j此會의 때:議에 대 해 ;[띠t훤當局은 不)뻔하고 i폐첩을 繼

續해 왔다. 이에 大햄t~ [때政l써;는 大，힘t~ 國 I패햄의 이름으로 平和외- 安全을

保全하기 위한 !til刻 디션 이 고 效뿔的인 招‘i휩픔 취하여 줄 것을 I꽤 |際 l佛상에 U乎

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5일 오후 3Jl꽁 (Washington Il황問)에 갖?全{쌍

障:탤」휩會는 H. S.Truman 大統짧애 의해 立案되어 美國代表에 의해 짧出된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挑擇했다.‘，)

大韓I\;빼애 데한 ~t避으j료부 터의 兵)]에 의한 武)]的 ;吹홉용온 ffO의 破~鍵를

構成한다는 것을 決議한다. 그러끄 덩II刻的언 敵對行짧의 停止될 要求한다.

그리고 ;It韓當局애 대히여 381흉 }빼애로 ζI둡의 }옷 )J을 }歐收할 것을 要調한

다.

그리고 國際II뻐合 韓國委핍會의 報告에 의허띤 ;ltJ輝當局온 敵對行짧를 停 II::하

지도 않고 38線으로 그뜰의 兵力을 빼Me 히지도 않았다.

닙I: 4) S 11501

5) G.P_ Paige, 1꺼e Kore“n ])ecision(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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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特를 위해 緊종、한 軍事的 f홈置가 要求된다는

것을 注덤한다.

그리고 大韓民國으로 부터의 國際聯合에 대해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기 위한

郞刻的이고 效果的인 惜置를 위한 呼訴를 注目한다.

그리고 大韓民國領域에서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

6)
는데 必要하게 된 大韓民國에 대 한 擾助를 提供할 것을 動告한다.

安全保障理事會의 上記 決議와 同 決議에 依據하여 6월 29일 事務總長이

國際聯合 加盟國에 대해 援助提供形式에 관한 報告要求 書輪에 대해 國際聯

合의 加盟國은 련速하고 壓倒的인 支持를 表示해 왔다7) 英國首相 Winston

Churchil은 韓國i*兵을 支持하는 한편 英國 海空軍의 韓國出動을 6월 30일

에 通告했고， 同 日 ”활 日 美地t軍은 韓國에 出動하라는 Truman 大統領의

8)
命令을 받았고， 7 월 1 일 옳山 에 上陸했다. 이 어 Canada盤 隊， New

Zealand 魔’ 隊 Australia空軍， 佛蘭西體隊 등이 즉각 出動하여 16個國으로

構成된 國際聯合軍이 韓國에 속속 到훌하였다9)

이에 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는 이들 軍 隊를 統籍指揮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惜置를 취하게 되었다.

(나) 安全保障理事會의 國際聯合軍 司令部 設立決議

上述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을 支援해 줄 것을 動告하는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10) 뒤이어 統合軍司令部의 設立을 위한 또 다른 決議가 安全保障理

事會에 의해 행하여 졌다. 6월 27일의 決議에 依據 提供된 加盟國의 軍事

註 6) S /1511
7) L.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1956) , pp.114-17.
8) Ibid, pp.116-17.
9) Ibid.

外務部， 韓國外交 30년 (서울 : 外移部， 1979) , pp.105-106.
10) S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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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 援 .IVJ를 效뽕的이고 能率的으로 利}꾀하기 위해 戰III삽的 方 l피피- 戰~[I상 統

fiJI]틀 必、要효츠 했디 . 그리 나 憲웰 제47조이} 依據힌- “軍事·參i값委휩會.. (Mili

tary Staffs Committee)는 縣 IrijH-t ~찾애 게 ~事·‘l淸報룰 提供하는 것이 되므료

利用될 수 없었다ll)

7월 7일 꽃 I패피 佛蘭j7괴애 의해 作[짜펀 決:議案이 提出파었으며， 이는 美

I뼈의 합任 F에 統잡 I i] 令 퓨15 ( unified command)의 設立을 짧b싼하는 것이었다.

2) ~T 內장은 디음괴 김다.

;I/::훼애 의한 -太때1차 |행l애 대한 武力떠 攻擊은 :>¥fll 의 J값;憐둡 이른디고 決定

허:II， 1:배l때애 있야서 파力的 ;짜뺑음- 앨~;당히:II I패際:>¥f\]외- 安全의 |비復을 위

해 必벚ts~ 히-는 1't:llJJ 힐- 大싸l\，; 1행l 애 j삶까 헬 것퓨 !꽤 l際 Jf~t.잠기u l.'l.J l혜에 게 뻐bf갇히 면

서

1. 武)Jf꺼 JX擊에 대히여 {‘|다 1끼짧1듭- 히고 있는 大l패l치國윤 投jψ하l꺼 이라

하아 .~L JIH])J\ton 았이사의 |펴|際 ' Iι 1'11 외- 강소을 l띠f화 하 기 짧히여 1950 년 6월

25일 및 27인 9] ixfl짧애 네하여 l꽤l際l佛유의 政씨 빚 A .I치 이 」갚싸한 ilii핑하고

熱쉽;있는 SZ :f21: 윌 歐}fl!히 - rtl，

2. 國|際 If~t.1}의 1JuW.11패 이 大폐l( 1때읍 위 히 여 }값llJJ으1 1%:셋을 l뼈l際l뼈싹애 f행j훈

했니는 것윤 까:口힌다

3. I끼記 갖?씨l따씨! 빔·템에 ”씨flf 페-α] :di 쌓와 J{他 }갔]J)J f.t 1쏘아히 논 )i[끈 1JII

l써l패 은 이 만 11 f.않외 냈 II)J갚 핏 l폐 I;91 Rdt싼 l iJ 令바IS ( uni fed command)1 、에 可

짜히노꽉하는 것올 뻐 f갇힌 디 .

4. 이 야 힌 t따다 j짧쪼의 liJ令 'Ie디1

5. R쩌統lid유￥n퍼]괴jι令j]-싱헤Y“헤폐JIS‘는 :1 으의] ~강값‘&，퍼애 띠퍼 닙%各닌 參뻐)(， 1폐의 1Jtt외 더뭔이 國際JfMl合

}JJt닫 ↑5I! JH힘 ↑웬|없이 l빠gQ.띈다.

6. 美 l때은 統合퍼令 t끼5애 의해 취해진 해-펴의 j꾀Hi을- ':£.:全保 lit?::l;블!펀랩에 패i생J

한 뼈싼룹 }강μt 후J- 것관 ~)R힌니 1 :1)

순t 11) L.M. Goodrich , op.cit. , supra note p.119
12) D.W. Bowett, United Nations Fm’ceoi' (London: Stevens, 1964), p.31

13) S /15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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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韓派 國際聯合單이 創設된 것은 安全保障理事會의 1950년 6윌

27일의 對韓援助 勳告決議와 7윌 7일의 國際聯合司令部 設立決議에 依據한

것이며， 國際聯合軍이 韓國에 ‘睡다E하게 된 根據는 6월 26일의 大韓民國政府

의 要請과 이에 依據한 6월 27일 및 7월 7일의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

依據한 것이다.

다. 美軍의 활힘根據와 區別

國際聯合軍과 美軍은 그의 韓國 j홉띤의 法的 根據에서 明白히 區別된다.

國際聯合軍의 뚫초다조과 달리 美軍의 ”흉띤은 “條約”에 의거한 것이다. 1951년

7월 10일 開城에서 國際聯合↑則과 共塵f則의 休戰을 위한 會談이 開幕되기에

이르렸다14) 政府는 당초 統一에 팽行되는 休戰을 彈力히 反對하여 왔으나

國際聯合↑則과 共塵測間의 休戰合意가 점차 具體化되어 짐을 考慮하여 1953

년 5월 30일 休戰 條件3個項目을 美國에 提示하면서 “休戰協定”暑名後의

安保問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政府는 다음 3個項 g 이 成就될 경

우 “休戰協力”의 細結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美國↑則에 傳達하였는데

첫째로， 他國이 大韓民國을 홉略할 때는 美國은 大韓民國과 더불어 共同

防衛를 自動的으로 逢行할 것.

둘째로， 美國은 大韓民國에 대하여 상당한 軍備를 提供하여 美國軍逢가

韓國戰에 參戰할 必要가 없도록 할 것.

셋째로， 美國은 海空軍을 계속 韓國에 ‘展띤토록 하여 敵의 再f윷意圖가

不可能할 程度로 大韓民國의 防衛를 彈化할 것이 그 要求였다 15 )

이에 대하여 Dwight D.Eisenhower 美國大統領은 同年 6월 6일字 李承硬

大統領에게 보낸 書輪에서 “韓美相互防衛條約”의 練結問題 등은 “休戰協定”

註 14) W.H. Vatcher , Panmunjom (Westport: Greenweod, 1958), P.25.

15) 外務部， op. cit , supra note 9,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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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양 t 後에니. A\j'慮되어야 한다는 써施I'애인 反應을 나타냈다 i fi ) 이에 政府는

1953띤 6원 8일 國l際聯合f띠 고1· J~. i!¥. 1H1J 이 }벼)훨父-뺏 j돼옮딩에 合젠하지- 6월 18일

全國抽盧收짝}퍼-애 약 3萬 1; 의 反 J차꽤j흉룹 일제히 釋放하여 ↑木戰|값녔;絲結애

떠Ij짧b을 가하는- 한편， J파 • 美間의 |껴챔~ [m 샘 絲結問}뀔릎 다시 提짧다하여 大輔

I'\';國 의 갖全{짜|찮이 法 i’l낀으보 保|않딴다띤 休戰 lμJ£線원i을 默짧할 수도 있디

는 태도룹 취히 였디 17 )

그 후 익 2週聞애 김친 파 · 美빼國II감1 의 1찌議룹 거쳐 1953년 7월 12일

險美共 l퍼聲바1뽑:룹 발표하게 됨으토써 우리 나라 安保의 갖필*骨↑%이 뇌는 “훼i

美제l互 I꺼衛條約”을 위한 기블을 마떤하게 되었다.

“休戰|꺼定”뽑名 I털後인 1953년 8월 5인 서울에서 John F. Dulles 美國

務長합을 챈對로 “韓美i'f:l lUJJ衛條짜J’시을 위 한 韓 • 美 會款을 뷰셈始， 8월 8일

에는 싸1互 IlJJ衛條約을- 假뽑名하았으며 同 if 10년 1일에 下榮泰 外務팝/S찮官을

Washington에 派遺하여 퍼]條料을 正式뽑:g하게 하였다. 이로써 오늘날까지

노 i障 · 美|고l'.낀}關係의 기초가 되는 法的 裝置가 1954년 11월 17일부터 發

效히-가l 되 었다 18 )

“韓美相互|야衛條約” 제4쏘는 美國l의 얘함美l註마E權애 핀해 다음과 같이 規定

히고 있다.

相互合굉;에 의하여 決:定뭔 ul 에 따라 美合쨌‘l뼈의 I행單 海盧괴 F딛i륨을 大韓

民國의 領土內와 그 l홉l邊애 配5월하는 熾利틀 大韓民國은 이를 떠-깜하고 美合

1ft國은 이릅 受錯한다.

註 16) Ibid, pp.l07-109.
17) Ibid.

18) Ibid.

lAS. Grenville , The M씨;or International Treaties , 1914 - /973:A. History

and αJide with Texts (London: Methuen, 1974) ,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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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記 規定에 따라 美國은 大韓民國에 j睡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國際

聯合軍의 韓國顧면의 法的 根據는 大韓民國政府의 要請과 國際聯合의 惜置

이나19) 美軍의 韓國뚫E띤의 法的 根據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이라는 法的인

것이다. 따라서 國際聯合軍과 美軍은 法的으로 嚴格히 區別된다 20)

2. 國際聯合軍의 韓國廳면의 合法性

위에서 考察에 본 바와 같이 國際聯合軍의 韓國에 睡띤하게 된 法的 根

據는 大韓民國의 要請과 이에 따른 國際聯合의 錯置에 의한 것이었다. 內

옳L의 形態로 좋지發한 韓國動옮L에 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가 위에 記述한 惜

置로 韓國에 國際聯合軍을 睡띤하게 한 것은 一般國際품上 合法的인 千涉인

가 그리고 國際聯合憲章上 違法한 介A이 아닌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그러

므로 大韓民國政府가 國際聯合에게 援助를 要請하고 그 要請에 의거하여 國

際聯合이 國際聯合軍을 大韓民國에 i*遺한 것은 一般國際法上 그리고 國際

聯合憲章上 合法的인 것인지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般國際法上 含法性

i般國際法上 他國의 “內亂”에 대해 正統政府를 支援해 주는 것은 合法

的이며， 正統政府에 對抗하는 頻徒를 支援해 주는 것은 違法한 것이다. 그

리고 一般國際法上 他國의 “戰爭”에 대해 第3國은 中立을 지킬 수도 있고

註 19) S /1511 , S /1588

20)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移讓의 法的 根據도 兩者에게 다르다.

“國際聯合軍과의 관계”에서의 作戰 指揮權移讓의 根據는 1950년 7월 15일

과 16일의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이며 “美軍과의 관계”에서의 作戰指揮權移讓

의 根據는 1954년 11월 17일의 “韓美合意事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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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戰爭에 參g~ 한 수도 있다. 그퍼나 集 l뼈安全保|웰條원J애 의히l 第3 [뼈은- 마l

:IE을 지낄 수 없고 탬1I1(}춰이] 對·抗히}이: 힌‘ 義務등을 지는 경우가 있다. 韓

I패處b짧L에 있어샤 敵對行짧는 內짧L언가 戰웹인기-의 l해웹가 있다. 그러나 적

아도 6월 26연 의 i떼北間의 1따뿔l1J‘-寫는 內짧L으보 필 수 있었다. ~~햄i 이 交

戰l뿔I t웹료"'- ilk 듬j신 펀 이후에는20a ) 이 01 r셰회L이 이-니므로 여기서 論히-허는 國內

Ii꾀뼈에의 介入 1m웰는 떤어나지 않는다.

Pereterki 는 웹|때動1짧L은 內짧L이 라 고 다음피- 감이 주장했다.

f찾 IIIIl은 → l때 家애 의힌 1ilil꽤家애 대한 DR; 力的 IX짧이 디 .... j꾀 l패 의 →핍I)에

대 한 파 l패 의 1ilim‘011 대 한 !j(ijt: !패 의 켈;. ~힘는 f윷 IHI£.戰爭 이 이 닌 것이 i써 다 하다.

우바란애가1 ~7것은 內펴L이 디 ....

l폐 [폐A i\; 의 l패家~Jt -→피 쩨 if>완 위한 i:ij~tl패j사의 씀i i댄한 빼爭이디 21)

1950년 6원 30일 |쐐|際l剛合 냥J務總 ‘효‘에 대 한 Poland의 覺볍:에 의하면 輪

l패 맺b혜L은 써해L이 며 이애 l패l際l佛合이 介入한 것은 찮i값이라고 했다 22 )

1950년 8원 3 인 麻 J IMo代表는 λ11482ik 짤講에서 l麻 I행 의 l혜팎은 內빼L이마

이에 대힌 l꽤際JI#싼익 介入은 찮파이라고 다유피- 깐이 jJ說 한- 비 있다.

j힘 ;1 t. IHJ 의 버X 강주윤 J§'1.휩해 뭔 Ill) _-I 것 온 1시 에L이 띠 ， 띠마사 합l때 이 란 치;義는

rJX; if: ~턴 수 없디. 왜냐히띤 이는 푸 l패1家 !펴 의 戰팎이 아니라 폐|때패하의 두

11'1)分간의 에씨스j￥이 기 때문이다 ·

~1: 20a) 1950년 6원 25덴 의 갖:全싸 III꾀II립의 셔I.禮 ( S /15(1 ) 에 의해 ;1 t.1페廣局은 交

ilj( 1핑l 섭웬5;'_ ;j.(딘，~~ ¥l 것 이 디 J . Stone, Legal Controls (1' International Co.ηIlict

(New York: Holt , 1954) , p.230; 1.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Cif Force by State (Oxford: Clarendon, 1963) , p.380 ; J. L.Kunz ,

“Legality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and 27,

1950", A.J.I.L. ,Vo1.45, 1951, p.139).

21) Quoted from E. R.Goodman, The Soviet Deμgn for a World Stat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196]) , p. lIO.

22) R. Higgins ,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Lonclon : Oxford Univ. Press, 1970) ,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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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韓國級爭은 國內的 紹亂이다. 南北美國이 그틀의 祖國을 統一하기

위해 內亂으로 l해爭할 때에 南北美國間에 f쿨略의 懶;승:이 適用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南北韓間에도 휩略에 관한 規則이 適用될 수 없다 23 )

北韓의 南慢은 內옳L으로 볼 수 있으며 24 ) 또 國際聯合도 1950년 6월 25

일의 決議(S 11501) 에 서 當時의 韓國의 事態를 內亂으로 본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변 同決議에서 北韓을 “北韓.. (the North Korea) 이 라 表示하

고 反面에 南韓은 “大韓民國.. (the Republic of Korea) 이라 表示했을 뿐

아니라 大韓民國을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한 1948년 12월 12일과

1949년 10월 21일 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를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가 煥

起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 明白하기 때문이다.잃) 一般國際法上 內亂은 國際

聯合의 支配外에 있는 國內問題(domestic affairs) 이며 이 에 대 한 介入은

違法한 것으로 ←→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다.

A V. W. Thomas 와 AJ Thamas는 이 點에 관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內亂은 國際法의 支配밖에 있는 國內問題라는 것은 一般國際法에 의해 確立

된 法則이다. 國家共社會(community of nations) 는 狀況을 集團的으로 利用할

수 없다면 즉 國家의 憲法體밟Ij의 쳐영壞에 대 한 理由를 묻지 않아야 하며 더

욱 중요한 것은 內亂에 있어서 對立 |調爭하는 兩當事者間의 介入 要請이 있

는 한 하나의 可能한 例外률 除外하고는 內亂에 集團的으로 介入하지 않아야

,_, 26)
훈tJ:t

註 23) Ibid, p.175.

24) J. Stone, op. cit. , supra note 20a, p.230.

H.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Praeger, 1951) ,

pp.928-29.
Q.Wright , “ The Prevention of Aggression", A,J,J ,L , Vo1.50, 1956, p.

525.
25) H. Kelsen, op. cit. , supra note 24, pp.928-29.

26) A.V. W. Thomas and A.J. Thomas, Non-1n-thrvention (D이las : Southern

Methodist Uniγ. Press, 1956), p.2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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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 Vincent는 이 주]애 관히아 다음피 ;산이 記~하고 있다.

{뿜統 110 [때"際파은 |서 l회L ( i n t ernal war) 애 판해 不 | 沙 채뼈에 αl 프고 있다.

씨없L은 |뼈|際파‘이 公j:~ 1애 으보 介/단지 않는 따I l*n써밟 (domest ic affair) 이 다.

.. 띠피서 아떤 政|싸기 ~잃L애 IMiffj 했윤 경우 國I I際社會애 의해 差別을 받지

27)
않는디.

이와 검이 內짧L은 l패 야I I펌 웹 이 :iL 版徒에 대한 支援-은 .IE統政써:에 대한

不法 +-1步 이 라는 立 j겼은 H.A.Smlth,28) N.J.Padelford,29) R.H.Hull, 30) L.

:11) ~ A ~ ,, 32 ) ~ ~ , 33) 、 31)
Kotzsch ,·H' R.A Falk ,，，~， G. Schwarzenberger , .M' C. G. Fenwick,"" H. Kelsen,

35) D.G.Partan,36 ) R.Fisher， 37 ) 등에 의 6]1 든i::. U상된 l:.}.

“l: 27) R.J.Vincent , Nonintervention “nd International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1974), p.316.

28) H. A Smith, “ Some Problems of the spanish Civil War" B.Y.l.L. ,

Vol. 18, 1937, p.17.
29) N.J. Padelford , “International Law and the spanish Civil War" , A .J.

I .L. Vol. 31, 1937, pp.226-27.

30) RH. Hull , and J.C.Novorgod, Law αnd Vietnam War (New York:

Oceana, 1968). p.74.

31) L. Kotzsch , The Concept {끼、 War in Contemperary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Geneeva: Libraririe E. Dorz, 1956), p.230.

32) RA Falk , “ Internat ional Law of Internal War", in International

Aspects of Civil Strife , ed. J.N. Rosenau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4), p.197.

33) 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1ρndon:

Stevecs, 1976) , p.76.

34) C.G. Fenwick, Intern“tionαI Law. 4th ed. (New York: Appletone,
1965). pp.291-92.

35) H. Kelsen , Principles Qj"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Holt ,
1967), pp.28-29.

36) D.G. Partan, “Peaceful Settlement and the cold war" , U. Cine L.

Rev. , Vol. 34. 1965, PP.293, 321-24.
37) R Fisher, “Intervention : Three Problems of policy and Law" , in

The Vietnam War “nd Intern“tional Law. Vol. 1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 , ed RA Falk,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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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國際聯合 總會는 Greece事態에 관해 上記한 國際法의 頂則을 確

認하는 다음과 같은 決議를 採擇한 바 있다.

國際聯合 總會는 ....

어떤 國家가 威齊이나 武力의 行便로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他國의 政府의 變更을 目 的으로 他國의 對內問題(interal affairs of another

state)에 의 千涉을 禁止한다 38 )

또한 1965년 國際聯合總會는 上記 決議와 類似한 內容의 다음과 같은 決

議를 採擇한 바 있다.

어떠한 國家도 他國의 體옮IJ의 暴力的 打倒에 대해 영향을 주는 顧覆， 테

러 혹은 武力的 行動을 組織 · 助長 • 財政支援 · 激劇 또한 他國의 內옮L에 介入

할 수 없다 39 )

이와 같이 國際聯合 總會는 어떤 國家도 他國의 內옮L에 介入하는 것을

禁한다는 國際法의 -般頂則을 再確認했다. 그리고 이러한 決議는 그 이후

에도 反復되었다. 1966년 國際聯合 總會는 다음과 같은 決議를 採擇한 바

있다.

國際聯合總會는 國家의 國內問題에의 모든 形態에 千涉을 禁한다. 그리고

國家에게 武力的 千涉·顧覆·테러 혹은 他國의 現在 體制를 變更하거나 他國

의 內亂(civil strife) 에 介入할 텀 的을 가진 間接的 形態의 千涉을 삼가할

것을 要求한다 40)

註 3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80 (v)

R.A Falk , op. cit, supra note 37, p.429.

39) United Nations, General Asseimbly Resolution 2131 (xx)

M. Akehurst ,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l Law (London : Allen,

1970), p.337.

40) United Nations ,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25 (xx I)

-21-



이외- 간이 他l필l 의 內짧L에 대헤 어떤 때l家또 介入히-변 國|際法 遺反으로

認lE되나， 11:統 Ii갖센r 의 똥닫5펴에 의힌 內짧L애의 介入은 合法的인 것으츠감 많定

된다. 왜냐하띤 政)쩌:는 한 國家의 代去: 1幾關 이 고 띠리서 政府는 二I II것IN'기

決定 I~I낀으로 願樓펀 때 끼지는 _~L I패家의 재‘域예 外國웹Ij쫓릎 要5휩힐 ↑짧能을

깃-끄 또힌 디-뜬 形態의 外l때4강 JlJJ -달 要i消 후1 權能을 갖기 때문이다4l) 이 뽕Ji

애 판히-여 R.Fisher는 디음파 낌이 닙命j£하고 있다.

이떤 l패家기 他|뼈의 iF. ffot政 Iff (l egit imat e government) 의 J힘! : J맨 애 1ι하여 ::L

他뼈의 領t찌內애 서 止!(;;]을 行↑핏하는 것은 찮法이디. 한펀 .iF. Mt iLx씨 의 I피쉽、에

따라 他l때은 外 l때의 攻헬쌓으_i~~ 부 터 그 iLXJ1~:플 l끼衛하거 니 그 政씨의 l패씨法

42)
파 秋l子늪 쩌H강허 가 위 히 여 웹펄}꽃j끼룹 줍 수 있다.

H.Kelsen또 ←→ I행l 의 P셰 짧L 애 있어서 그 l패家 의 正統政떠:의 피L텀:기- 있는

정우이1 :::L에 대 한 他|꽤의 }줬~;lJ 는- 合i-:t EI인 이 리-:11 디-음과 같이 없k비」하고 있

다.

萬 ••· 젠 l패家기 交i뻐|따I t웹 ~~r~_ JJk "i1，씬 5'1 지 않은 f댔從애 디l 히1 JI:: ;]으보 他國|家룹

}갔.l!J)하고 : [젓이 他l패의 iLX IH둡 }강 1l}J 히 는 갓윤 ;쉽‘ 19K '힘 띠I] i't: ψ1린→ 히는 I꽤家

의 폐폐1]1암펴 (enforcement action) 뉴 }웠 l깨 쉰- 댄 는 |패家의 ~~l ftilj :j'암 파 외 [,'J--한

'Itl:↑%읍 깃는다. 投뻐하는 I때家의 U펴 ftJljHNTI갚 는 않-ψJ듬 받는 l패家의 Jf統iLX써:의

↑1m 애 서 內 iML이}의 參멧인 것이다. 이는 찮씨틀 보는 |빼家의 !園 1*1 IH1 J웹 이 [이 그

|핵家 91 法의 i훨w애 대힌 즉‘ i훨 i:t: 젠 힘의 行뺏에 대한 그 |때家의 鎭변!作FH

이디‘ ftlJ. 1쐐家의 씨뼈L애 正 1oCiIX Il'f 측이l 익 → l패 의 參뱃는 ::L 他l패家의 UtI 示떠

혹은 뺑까지η 19 [IiJ 효애 의해서 1낀 파(19 _c>__，;~ TiT能히 기 띠l분애 }많뚱U삐h꽉 히

u패퍼 II…떼制I，끼띠ilL、掛돼돼‘ i펴칩핍깜! 는 f챔엉 U씨I)) 괄블 IiI민만i1)안n싸].는 l때때 경家i 의 iL)( ll~ 애 의 해 땀 liT 뇌 었 기 l니l 문에 J 援ψJ꽉

반는 @패家의 f갑간힐 ，? l 것이디.

i!H l) [hid , p.310.

42) R Fisher, op. cit. , sup"“ note .37, p.137.

1:-l ) H. Kelsen, op cit , sup"α note 3!"i, Pp.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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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國家가 他國의 iE統政府의 明示的 혹은 熱示的 [B]念나 要請

에 의한 他國의 內亂에의 介入은 援助를 받는 他國家의 惜置와 同-한 性

格을 갖는 것으로 國際法上 合法的인 것이다. 正統政府의 同意나 要請에

의한 介入이 合法的이라는 見解는 K. S k ubizewsk i
44

) G. y'Glahn,45) P.B.Pot •

ter , ) G. hfodelskl, ) R.H.Hull, 과 J.C.Novogrod, W ; J.E.S.Fawcett,
49)

C.J.Black ,50) D.A.Graber,51) Q.Wr1ght,52) G.G.Wilson,53) T.Baty54) J-W.

Garner，55)등에 의해 主張된다.

1957년 英國은 Muscat와 Oman의 Sultan의 要請에 의해 그 內옳L에 軍

隊를 派遺하여 介入한 바 있다 56)

註 44 ) K. Skubiszewski, “ Use of Force by States", m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ed. M. sqrensen, (Iιondon : Macmillan, 1968), p.749.

45) G.v. Glahn, Law Amog Nations, 3rd ed. (London : Macmillan, 1976), p.

165.

46) P.B. Potter , “ Legal Aspects of the Beirut Landing", A.J.I.L. , Vol. 52,

1958, pp.727- 30.

47) G. Modelski , “ The International Relational of Internal war" , in

International Aspects of Civil Strife , ed , J.N. Rosenau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1964), p.24.

48) R.H. Hul l. and J. C Novogrod , op. cit. , supra note 30. pp.76 , 86.

49) E.S. Fawcett, “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Law" , Ha밍κ Recueil Des

CαirS ， vol. 103, p.367.

50) C. J. Black , “Greece and the Unifed Nations" Political Science Q. , vol.

63, 1948, p.551.

51) D.A Grober, “ The Truman and Eisenhower Doctrine of Non - Inter

vention", Political Science Q., vol. 73, 1958, p.321.

52) Q. Wright, “Legal Aspects of the Viet - Nam Situation", A .J.I.L. , Vol.

60, 1966, p.754.
53) G.G. Wilson,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St. Paul: West Public) ,

754.

54) T. Baty, 、 “Abuse of Terms: “Recognit ion" : “War", " A .J.I.L. , Vol. 30,

1936, p.398.

55) J.W, Garner, “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spanish Civil

war" , A .J.J.L., Vol. 31, 1937, p.68.
56) M.M. Whit 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 Vol. 5 (Washington D.C.:

U.s.G.p.a. 1974),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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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5원 2일 Lebanon의 國|際l佛?? 代表의 폈端으로 |폐|際l佛合 갖쌓保

|障꽤핀‘會는 ~tlL 펄 센fi. :t凡 l뽑j (military observer team) 의 신속한 派遺으l 必쩔를

닙EiE 했으따， I피 年 7월 Iraq政 J1~: 는 빼樓되 어 댐i 命政서'~: 가 ↑꾀立되 었 jl， 또

Jordanlf)(J1'J‘도 뼈굉覆되었다. 이바힌 펌態에서 Lebanon 大統채은 美國l애 행事

援Ji))룹 폈請했으l다， 이애 띠고} 7원 15인 꽃國l은 Lebanon에 c.l핸했다 57 )

1958년 7월 17일 1Jt 國l 의 Macmillni션f 씨1은 7원 16일 핏 |짧 은 Jordan의

Hussein←E 피 首까|으갚 부터 英l뼈 }강逢의 쉰1、패한 派遺떻請을 받았다고 發짧했

으나， :L 要請理마1는 ArabJrMl 싼(the United Arab Republic) 이 Jordan의

μt;(:f體 ilJlj 뜰 뼈~1樓하려 :II 內짧L윤 JJ;i] ~& 하고 있다~ll Jordan 의 [:iLl 首짜}은 陳

ili했다고 했다. 이 에 英 I행| 은 Cyprus호 〕 I1 - 터 Jordan으로 單 隊릎 ~~j剛했다.

58)

1960댄 7월 12일 Congo 共짜l때 政}땀는 때|際l佛싼이1 게 國際][뼈合單으l 씁、j별

한 i*)貴을 갖븐請했으며， 7원 13렌 國|際빠合 핫全f짜 I월;理事尊가 B 集되 어 이

t벼題를 討議했으며， 國際聯合 事務總長은 國際]1뻐合庫:의 派遺을 없h암했다. 7

월 13 일 尊議애 서 安全保 I끓 理 편화쩔 는 Belgium JEc 府- 애 게 Congo 로 부터

Belgium軍을 微收할 것을 要調하고 事務總찮에게 댐I際l佛合뚫의 派遺을 위해

必要한 f갑置륜 헐- 權~R을 주는 決議 (8 /4387)룰 }짜擇했다 59 )

1960년 Guatemala와 Nicargua의 內亂을 진압하기 위해 이들 政)해-의 要

E뽑으로 美l벚海갤軍이 i*遺된 바 있다 60 ) 1964년의 }밟南戰애 美國의 介入도

햄南의 要調에 의한 것이며，61 ) 1972년 5월 Burundi 의 Miconbero大統領의

itt 57) Ibid. , pp.519-20.
58) Ibid. , p.521.

59) Ibid. , pp.522-23.
GO) Ihid.. p.536.

(il) G.v. Glahn, op. cit. , supr“ note, p.166.
R.H. Hull and J.G. Novogrod, op. cit. , supra note 26,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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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듭홉i느록 Zaire共和 |國익 臨時J활띤軍의 Burundi에 의 睡다￡도 要請에 의 한 介

入의 例이다 62)

韓國動옮L이 軟發하자 1950년 6월 26일 大韓民國政府는 大韓民國國會의 이

름으로 國際聯合總會에 援助를 要請하는 메세지를 보냈다 63) 이에 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大韓民國政府의 要請에 의하여 國際聯合은 韓國動亂에 介入하

게 되었다. 問題는 大韓民國政府가 正統政府가 아니라면 國際聯合의 介入은

國際法上 違法한 것이 된다. 1948년 12월 12일 國際聯合 總會는 大韓民國

을 韓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하였으므로 國際聯合과의 관계에서 大韓

民國政府가 正統政府언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따라서 國際聯合이 韓國

動옮L에 介入한 것은 .IE統政府인 大韓民國政府의 要請에 의한 것으로 -般國

際法上 合法的인 것이다.

그러나 國際聯合과의 관계를 떠나서 볼 때 南北 두 政府중 어느 政府가

.IE統政府이냐는 中央機構的 꿰斷者가 없으므로 國際社會에서 相對的인 答만

이 期待될 수 있을 뿐이다. 1950년 當詩 北韓만을 承認한 國家와의 관계

에서 正統政府는 北韓政府이며， 南韓만을 承認한 國家와의 關係에서 正統政

府는 大韓民國政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國의 內옳L에 他國이 介入하는 것

은 內짧L이 存在한다는 담體가 어느 政府가 .IE統政府인지 疑心스러우므로 어

L 剛에 介入하든 國際法上 違法이라는 A. V. W.Thoma와 A. J . Thomas의 主

張은64) 一理가 있다 하겠다.

要컨데 大韓民國의 要請에 의해 國際聯合이 韓國動옮L에 介入한 것은 國際

聯合과 大韓民國을 承認한 國家와의 관계에서만 -般 國際法上 合法的인 것

註 62) G.v. Glahn, op. cit. , supra note 45, p.166.
63) 外務部 op. cit. , supra note 3, pp.77-78.

64) AV.W Thomas and AJ. Thomas, op, cit. , supra note 26,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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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 펀디. 한 것이다. 띠-라서 때I[際l佛싼괴i의 l파國l ‘따띤은 →般 l행l際it:二l←←‘- 國

l際Jfar유피 太폐t(!패플 l패*외-으l 關係이l서 ~L갓은 合法的인 것으포 된다.

나. 國際聯合憲童上 合法性

太때q차I핵으l 폈詞파 이애 I니4 _t~ I꽤 |際Jlar싼의 핍·펴애 의한 l핵 |際l佛상짧의 *하國

k앓다E은 憲펀tJ'， 싼法的인 가룹 檢討해 hL기로 한다.

1950 1잔 6원 25일 애 北폐共1꿇떤의 Ij}IT1찾 운r 받-이- 大파l처國이 國際聯合애 까11

:][~켰을 要請힐 당시 폐 I밟l 劇l짧L은 內없U)-보 lii. 이-이: 하프로，65) 太챈r:~國의 要

5펴;에 의 한 |뼈|際聯介'rtl의 펴國，빠l:미E이 잔웠걷'(J: 合法·센J인가의 11나짧기- 찮Jl:넌펀다.

l행 |際 l剛合은 ·꽤의 l쾌 |셔 |돼 }챔에 介人히지 않는 것이 I패 |際聯合의 l펀l씨의 히니

이기 때분이다. 때|際l佛유은 l폐l際'I싸11외- 갖~안을 써I→훼허가 위한 l꾀l際機佛이띠 ，

·1맺l 의 I*J 짧L애 JJj(nljl'l~으로 介人히지 않는디. A.V.W.Thomas와 A.J .T homas

는 |꽤縣 JI~r싼파 內폐으l 關係닫 1:1깎→ il] 간 이 짧 rijJ 하고 있다.

l때l際ll~r{}f원 t듀 ,11J文은 |패 l었 lWrtt이 “빼l際 'I싸11 " (international peace) 의 쩨‘싸판

1:1 떠으파 l많 、’'I: 5'1 있 니 ~ll "[~i:다히고 있니. 1떼 |際 ‘|ι 'I'Ll 린 l폐求버j 의 關係애 펴며피는

것이 T'- .I，:.!_ 즉 l꽤家 ! ’IJ 의 l뻐ffi、에 있아사 힘으l 不:j'j:;j'E(the absence of force in

the relations among states) 꽉 ;칩: 1κ 히 는 것으 5;:!_ 이는 한 國*기 C월域 I)\J 애 샤

不핑한 1] 이 감:까I 히 지 않단 l패l시 마J il7.fll (internal peace) 외 I꾀딩 Ij .!fl 디 n원i룹‘은

I)\J 때Lol 일이년 |폐家의 l패內씨 'I싸IJ륜 씨H'~'하까 니 l디l復히 기 위히여 |지혜L olj 대

해 짧 l방I I]I~ 해펴환 J앙)憶히 지 않고 있디. 이라힌 인싱은 l때 |際 liar유이 4ζ質 1'10으

j감 어느 !행l家 의 |때內워페판에 l챔 히 ε- IHJJ뱀 이1 介入뭔- 禁 II : 하 는 愚함 제2조 제7

(6)
조에 믹 il11 Y펴꽤되 어 있다.

~'I‘ 65 ) 念 I ljJ 젤 ， “패際法 J-. Mt[패 뼈j짧L 9] ili:씨쐐 jjfi 애 관힌 jiJf究 " 明大폐x集， 第 14~따，

1983, .21.

66) A. V. W Thomas and A.J. Thomas , 이1 . cit., supra note -26, pp.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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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紹爭(conflict ) 이 다 國際聯合에 의하여 統制되는 것은 아니다 67 ) 憲

章上 內옮L을 直接的으로 規밟IJ하는 條項은 없다. 國際聯盟의 起草者와 마찬

가지로 國際聯合의 草案者도 國內의 暴力보다 國家間의 暴力의 問題를 考慮

하였다 68) 다만 憲章은 國家主權，69) 國內管籍事項，70) 및 *分爭의 平和的 解

決에， 7l ) 관해 規定을 두었을 뿐， 內亂에 關해 아무런 直接的인 規定을 들

지 않았다. 그러나 제39조의 경우 國際聯合이 彈뿜Ij惜置를 取할 수 양
마

이
사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는 車命軍과 級徒에 의한 것이 包含되어 있다 72)

그리고 憲章 제2조 제7조 但書는 國內問題에 관해서도 제7장의 5옳않l]f훌置의

適用이 排除되지 않는다고 明示하고 있다. A. V. W Thomas와 A. J Thomas

는 國際聯合이 內亂에 例外的으로 介入할 수 있는 根據를 다음과 같이 論

述하고 있다.

한 國家內의 餘他的 事項처럼 內옮L도 國際聯合의 權限있는 機關에 의해 國

際平和에 威훌훌이 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國際聯合

에 의한 介入이 禁止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介入權은 事前的 同意(Prior Consent)에 基폈흉한 것이다 73 )

憲章 제39조는 “平和에 대 한 威齊" (threat to peace) , “平和의 破壞”

(breach of the peace)라 表明하고 있으며， 同 憲章이 다른 規定에서와

달리 “國際平和”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지 않다 74 ) 그러므로 제39조의 平

註 67) J. Mangone,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ow (Ilinois : Dorsey Press,

1963). p.281

68) L. B. Miller , World Order and Local Disorder: The “t ited Nations and

Internal Coη!lict (New York:Mcgraw-Hill , 1951), p .21.

69) 憲章 제1조 제2항

70) 憲章 제2조 제7항

71) 憲章 제3조 제3항

72) H. Kelsen. op. cit., supra note 24, p.933.

73) AV.W. Thomas and AJ. Thjomas. , op. cit., supra note 26, PP.

225-26.

74) 例컨데， 憲章 제33조， 제 34조，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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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l 란 國|際的인 :qzfn애 l빠定허느냐 또는 |때際!'It! [파|써的 lHIl둡 모두 포함하

는 빠念인가의 1m웹‘가 提j넬된다. 디-핀 條文파 감이 l핵 |際 :q짜Il 의 ;댐:味프듭 解

f뽕펀다 75 )

|해많는 l폐 |際 내싸I I애 대힌 l成齊이 니 {빠;壞는 I행家tb1 의 關係에서 1，Il- 1꾀 하여 질

수 있는가- 이니띤 內짧L애 의해서노 밍1 하ex1 젤 수 있는 가인데， H ,Kelsen

은 판쭈II의 破1짧는 l때家 !’H 의 關係애서만 lil 하야 질수 있다고 한다 76 ) 띠라

서 趙國|劇j짧L애 있어서 19501잔 6원 25일 으l 핫소싸l젠l쁜짧會의 決議는 ~1t4팬을

l행家 또는 U갖떠-보 .9.지 않으맨사 띠리-샤 (때때動J i~L을 內짧L으보 .hL맨서 :qz f O

의 Mz壞7) 있었다고 한 것은 不當하다:iL :'1二帳한다 77) 二l바 나 “판싸L1애 對한

)없督”으쿄는 決Xi; 할 수 있디- :iI 판다 78) 뤘컨];1) H. Kelsen r빼 l뺑 j剛合이 內짧L

애 介入할 수 있는 것은 l해 |際平짜l애 對힌 경우 에 l없히-나 그것은 國|際:qzfO

의 {波;爛가 아니라→ 國際:l]ZfU에 대한 }成쩔으] 싸;승:애 包含펀다는 것이다. 그

라나 Q.Wright는 國II際平5f1l의 破1짧나 國l際'It:쥐l애 對한 }빼齊이나 j모두 內짧L

에 의 해 감/매펜 수 있다고 한다 79) 1950\'1 8월 11 일 蘇 Ir~이 i}닮國劃l 뼈L은

內짧L 이 마 댈:1 1際 B성 인 댐X爭이 아니간l고 主빠히-떤서 이는 l따 l퍼의 國I rAJ 管 l網훤~ J뒀

에 속하며 國II際 II뼈合憲草의 願|뚫l밖 에 있다jl ±張한 띠1.80) 英國l代表는 憲章

제39조의 :qz센l에 대힌 威蠻이나 破壞는 內짧L애 의해서또 이루어칠 수 있다

고 論般했다 81)

註 75 ) H. Kelsen, op. cit. , supra note 24, p.731.

76) Ibid. , p.930.

77) Ibid.

78) Ibid.

79) Q. Wright, “The Prevention of Aggression", A.J.l.L. , vo1.50, 1956, p.

525.

80) E. A. Gross, “Voting in the security council: Abstentention from

Voting and Absence from Meetings" , Yale. L. J. , Vo1.60, 1951, p.2 1O.

81) L. M. Goodrich and A. P. Simons, ηIe μlited Nations and the Mainten

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thington D. C: Brookings,
1955), rχ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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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韓國動亂은 內亂으로 보아도 그것이 “國際平和에 대한 威聲” 또

는 “國際平和의 破壞”를 이루므로 憲章 제2條 제7項 但書의 規定에 의해

國際聯合의 介入은 合法的인 것이다· 1950년 6월 25일과 6월 27일 의 安全

保障理事會의 決議는 北韓의 對南敵對行馬가 “平和의 破壞" (a breach of

the peace)를 이른다고 明 白 히 表示하고 있으며 이는 제7장의 法文에 表

示된 “國際平和의 破壞" (breach of the international peace)를 意味하며，

82) 또 6월 27일의 決議 (S 1151 1) 에 서 “國際平和와 安全의 回復을 위하여”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라 表示하고 있다. 이는 제

2조 제7항 但書에 의한 國際聯合의 介入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韓

民國의 要請에 따른 國際聯合의 惜置에 依據한 國際聯合軍의 韓國l황면은 憲

章 제2조 제7항 但書에 의한 것으로 이는 憲章上 合法的인 것이다.

註 82 )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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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國際聯合軍司令部의 i去的 性格과 國際聯合

軍의 韓國離띤의 法的 任務

1. 國際聯合軍司令部의 法的 性格

여 기 |행|際빠삼짧듭j令꽉 IS의 &[1씬 'Itl: 格이 란 國際聯合뭔쉰j令입가 國|際法의 초

#뿜의 히나언 l때l際*，11織의 한 )13 態이 냐， 아니변 |행際法의 主껴뽑의 힌- JI3 態 언

國l際쩌l熾의 4幾關으로서 의 'I센格윤 깃-느냐륜 띤힌다. 즉 l행 |際JI~f.介폐i 꾀令김IS는

겁tA格의 J也位애 있느냐 이니 1시 法A쇄者의 機關의 地位.에 있느냐룹 만한

다.

國際 JWf.싼 1한 꾀令잠IS의 法‘ [I/~ ↑tt↑%올 죄I!W( 히-기 위 해서 먼저 꽤際l剛싼軍뉴]令권 IS

으1 設立j렐젠~윤 섣펴 .!iL기같 힌다.

가.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設置過程

(1) I폐 |짱 l佛유 :，IIti]令l끼91 π:命파 때|際 JWr.B‘Jjjf;의 →F交

|퍼 ili 한 비 와 전 이 l꽤l際Jl*잠파 l iJ 令 I:m 91 設\'1:은 1950년 7원 7인의 安全保

l한핸판웰의 決- 1 ;뚫 ]) 저114 항에 ↑￡據한 것이다. IFi] 決講案윤 .Jt:}￥함에 있어서

핏l퍼代꿇는 판l 꾀렘펴는 j끓 i룹 ~1]42초애 의해 取해진 해If찮가 이-니기 떼분에

강?소{차 l핸낀t! !휩會는 l패 |際 JI~r.合파 l 니令/핀’쉰 1I: ITl'r 후1- 수 없으나 任命힌 갓을 짧b한「

힐 수 있다고 뻐鋼했으fJ] ,2) 美|패代1z W.R Austin은 7월 7떤의 決←議애서

美꽤은 r. iJ tk:禮애 g~깐권 합11:을 J풋 ITfi 했다고 ‘더: 쉰했디 3)

l파 ) 1) S /1588
2) L. M. Goodrich, Korea: A study ql United State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 p. 120.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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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決議에 따라 7월 8일 事務總長은 安全保障理事會에서 美國代表에게

Palestine 에 서 使用 한 바 있는 國際聯合雄를 手交했으며， 同 日 H.S.

Truman 大統領은 D. MacArthur 將軍을 大韓民國에 대한 不意의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는데 있어서 “大韓民國에 대한 國際聯合의 援助에 따라 國際

聯合加盟國이 美國의 統合司令權下에 設置한 軍隊의 總司令官" ( the Com-

rnanding General of the Military Forces which th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place under the unified command of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in repelling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it)으로 任命

했으며，4) 國際聯合魔는 7월 14일 東京에서 美陸軍參諸總長 L. Collins 將軍

에 의해 D. Mac Arthur 將軍에게 移讓되었다5 ) B. S. Truman 大統領은

D. Mac Arthur 將軍에게 參加國의 鎭와 같이 國際聯合頻를 使用할 것을

指示했다 6) 韓國은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아니므로 7월 7일의 決議에 直接

影響을 받는 것 이 아니 기 때 문에 李承 H免 大統領은 7 월 15 일 D.

Mac Arthur 將軍에게 韓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7l

7월 25일 美國은 國際聯合軍司令部(United Nations Command)의 設立을

宣言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8) 이로서 “統合司令部”의 名稱을 “國際聯合軍司令

部”로 採擇된 것이다 9) D. MacArthur 將軍은 國際聯合軍司令官으로 任命된

註4) Ibid.
5) F. Seyersted , “ United Nations Forces: Some Legal Problems, " B

Y. I. L., Vol. 37, 1961, P 363.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II , Asia (London :
Oxford Univ. Press , 1970), P. 195 G. Weissber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United Nations(New York: Oceana, 1961) , p 79.

6)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2, P. 120.

7) D. W. Bowett, 떠ited Nations Forces(London; Stevens , 1964) , p. 40

8) R. Higgins, op. cit., Supra note 5, p. 195.

9) K. Skubisewski, “ Use of Force by States", m Manual of Public

Internatioηal Law , ed. M. sqrensen(Lαldon: Macmillan, 1968) , p.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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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에도 “美뻐핑 liJ 令 ‘E'r"(Commanding General , United States Army, Far

East) , “‘뼈 U Jfijf,싼Wi.값 i힘 피 令 /다 "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 in

Japan) 의 ]샌位닫 繼總保셈하고 있었으ul， 이 Mt1} 다j令끔[S는 寶상~ (1<]으보 sf처1‘

.~i:까:美樞東 tlI i iJ令m)( United States Far East Command in Tokyo) 였다. 이

는 美 f띤 將校로 1만 해·成꾀 았으 I마 뒤 에 핏 n굉l 參 i값 Ni JJ 長 (British Commonwealth

Deputy Chief of Staff) 피 j뽀빠앙퍼 었다 10 )

(2) ;f해軍系統피- 뼈 Ii\(;

다f事;. ;f뭔揮系Me은 l핵 |際l佛싼필피令감IS에 서 꽃|햇다i參겁總뚱 (United States Army

chief of Staff) , 美 l패防 長핀' ( Uni ted States Secretary of Defence) , 핏大

統iiW으보 i벌*I!~ 쇄r:t 1'l:되 었고， 15個| 參戰國의 파 l~zS::' I짧 際lr~f，1양 7규令힘’으1 까:戰統I/jiJ

F에 있았다lJ)

D. MacArthur 將·빨은 ( i ) 모든 參戰軍의 t也J.:. 과[ -31}- 꽤t國 다f 올 包含한

美8행 ， (ii) 美廠束펀ltL ( United States Far Eastern Air Force) , (ii i) 參

戰틸패에 의해 提싸된 海짧.쁨rS I짧가 統合편 핏7~밟隊 (United States 7 Fleet) 달

}읍博했으며， 英國單윤 |쌍外한 모든 參戰l빼 쩨|隊릎 美軍師團l으로 編成했으1꾀，

이는 效뽕EI션 인 指揮와 單-←·짧需 Jd끓을 위해 1951년 7월 27일애 이루어갔다.

) 그러나 꽃l쾌짧은 英國軍만으로 1↑I뼈ijil뿔l 이 編}행되었다 13)

힘: j障國 l縣聯合軍의 總兵力 ~I ’ 美짧은 地上軍 50.32% , i따盧 85.89%, ~;암 t월

93.38%블 各各‘:lj 하였다 )障國짧은 I뿔짧 40.10%, 海軍 7.45%, ~닫 i흉 5.65%

달 各各 차지했으며그 以外는 其他 15個I 參戰軍으로 f홉Ii\(;되 었다 14 )

註 10) L. M. Goodrich, op. cit.. supr“ note 5, p. 196.
11) Ibid.
12) D. W. Bowett, op. cit. , supra note 7, pp. 40~41.

13) Ibid.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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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安全保障理事會에의 報告

安全保障理事會는 國際聯合軍에 대한 政策決定을 할 수 있는 軍事的 諸問

을 얻기 위해 憲章 제47조에 表示되어 있는 “軍事參課委員會" (Mili tary

Staff Committee) 를 利 用 할 수 없 었 다. 同 委 員會 에 는 蘇聯代表 I. A.

Skliarov 少將이 있게 되므로 安全保障理事會는 軍事的 狀況과 計劃을 廣範

圍하게 論議할 것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代替하는 機關을 必要로 했

다 15 ) D. G. Acheson 國務長官은 蘇聯代表의 出席 때문에 安全保障理事會

에서도 i靖洲地域에 까지 敵을 繼續追없、할 것인 지의 政策問題를 論議할 수

없다고 言明했다 16 ) 따라서 事務總長 T. Lie는 1950년 7월 3일 韓國에 援

助提f共國으로 構成되는 “韓國援助調節委員會"(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 의 設置를 主張한 바 있었다 17 )

7월 7일 의 決議에는 美國에게 國際聯合軍司令部가 取한 惜置를 安全保障

理事會에 報告할 것이 包含되어 있으며， 이에 依據 2週間 報告가 D.

Mac Arthur 司令官에 의해 作成되어 Washington 上位者에 의해 檢討된 뒤

에 安全保障理事會의 美國代表가 이를 安全保障理事會에 提出하였다 18) 그러

나 同報告는 이미 發生한 過去의 事件에 관한 事實上 陳述이었으며 國際聯

合軍司令部의 軍事的 計劃을 事前에 報告하는 性格의 것이 아니었다.

16個 參戰國家의 代表로 構成되는 “16委員會"(Committee of Sixteen) 가

Washington에 서 週마다 열렸으며 그것은 單純한 參戰國家의 代表委員會이며

國際聯合의 어떤 機關이 代替된 것은 아니었다 20)

註 15 ) Ibid.
16) Ibid.
17) T. Lie, In the Cause of Peace(New York: Macmillan, 1954), P. 334.

18)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7, p. 42.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2, P. 121.

19)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7, p. 42.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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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國鷹聯合軍司令部의 機關性

그리 1끼 國l際l佛싼庫피令퓨IS는 l꽤l際 11~f，싼고I 간은 國!際*tH냈으로서 國|際it:‘의 主

體인 法: A↑%천·인기一 이니면 法A↑%者인 I패l際 Ir~f，合의 機關인기-룹 보기로 한다.

憲딸 제7조는 國除liMo싼의 4幾關에 펀해 다음피 김-이 채定하고 있다.

1. 國|쌍빠싼의 초몇機關으i~서 總會 갖:소{씬|짧:fill훤會 • 經i맺f社會꽤事쩔 . 1큼*l;統 if1

J캠!웹-曾 • I폐 |際퍼 굉~m'l‘IJ페 및 광3務 Jril음 設펴‘한디.

2. 必폈하디고 많k되는 補Jt}J熾뼈은 :4‘;應함에 依}없히-여 設 i휩힌- 수 있디.

I피 條는 “主폈:機 l調"( principal organs) 과 “補助機|調"(subsidiary organs)을

區딩Jj하고， 때개싼는 이힐 列없하고 있으니- 後춰‘는 列짧되어 있지 않으며 또

::L 定義쇄定도 침원 E줍 1"0 애 없디 . 그바나 Al122초외- 제 29조에는 ~~원會외- 安金保

있다"
i 二 /'•~
←~-- -~-

i.e! ’|젠I밴펀-會는 “ ::L 11:務짧行611 必양;허 다 jL 訊파퍼는 씨j JJ:)J機關을

~ll μt치츠하고 있디.

이 till jj)J 機關 의 4폐iEi 애 판히I All?조 저1 2 헝 ， 저1 22조 빛 제 29조의 j싸 5:E 애

f민含되 어 있디. 띠리서 總會니 핫쏘保 l섣n벌밤會는 어떤 4짧造의 tilllljJ 機關또

設立할수 있디 21) tfU JJ:)시幾關으또 分H ~幾關 (collegiate organs) 윤 팝t il홀 하거 니-

힌 ↑I~IA을 仔命 1힐 수또 있다 ..OL 띠 고 前원·는 總會의 t썩r. IJ.X; J권으프i!.. Ml熾히 거

나 安全保|젠꾀Rl뺨會의 ↑t表·로 倚야하거니o J'l:他 어 l만 方法으로도 ~j댐‘成할 수

있으며 ζl 名채도 갖 I i빼會 ( commiss ion ) 委렵會(committee ) I뿔I (group) 등

어떤 것으포도 命1'，펠 수 있디 22 ) 제 1 헝 이l 채5:E된 펴i事參i않 ?깅~ J킷會 (Mili tary

Staff Committee)도 補助機關이나 이는 J훨훤에 의허1 j떠흉 듭it i좁되 1껴 ， 憲章

」‘-의 機關이니 또는 )JfJ빔 |행l 의 ↑j짧로 감~ :;L핀 수 없다. 띠퍼-서 l피委탑會는

π 21) H. Kelsen, The Lμawνo끼>/、 I꺼he’ United Ncα따ItμiωO이'nκ1ιs“v

P. 138.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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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항의 補助機關으로 볼 수 없다 23)

“專門家委員會"( the Committee of Experts) , “ Indonesia 問題에 관한 周

施委員會" (the Committee of Offices on the Indonesia Question) ,

“Kashirnir 委員會"( the Committee on Kashirnir) , “Greece 問題에 관한

小委員會" ( the Sub Committee on the Greek Question) 등은 安全保障理

事會가 設立한 補助機關이다24) 補助機關은 加盟國과 非加盟國과의 關係에서

主要機關의 機能을 逢行하며 그 權限을 代表한다 25)

1956년 緊急、特別總會의 決議(A 13289, A 13362, A 13943) 에 依據 創設된

“中近東派遺國際聯合非常軍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은 憲

章 제22조의 總會의 補助機關設置에 관한 規定에 根據를 두고 있다 26 )

1957년 2월 8일 Egypt는 “國際聯合非常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 (Agree

ment on the Status of UNEF in Egypt) (A/3526)을 線結하였는데 그

前文에는 國際聯合非常軍은 憲章 22조에 依據하여 總會의 機關으로 設立된

것으로 言及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UNEF가 國際聯合의 機關인 것이 確認

되었다 27)

1960년 Congo 事態에 대해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S 14387, S 11405 ,

註 23) Ibid.

24) Ibid., p. 142.
S. S. Goodspeed, The Nature and Function fo International αgan iza tion ，

2nd ed( London: Oxford Univ. Press, 1967) , p. 132.
25) H. Kelsen, op. cit., supra note 21, pp. 142-43.
26) K. Skubiszewski. op cit., supra note 9, p. 795.

S. S. Goodspeed, op. cit., supra note 24, p. 231.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PP. PP. 94-95.
G. 1. A. D. Draper, “The Legal Limitation 때on the employment
of Weapons by the United nations Force in Congo", I. C. L. Q.,
Vol 12. 1963, p. 391.

27)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7,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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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4426, S 14741, S 15002) 애 依據 릅it i윈’ 된 “ Congo 派週國際 If&.合軍 " (Oper -

ation des Nations Unies au Congo: DNUC)도 憲草- 저11 29조애 ↑괴據한 3잦

갇샅f써뚫P궐광}會의 *itlJJJJ機關으호 i1ft 1씨 된다 28 )

1962년 8월 의 |씨씬J애 依據힌 “|꽤 l際 11M;介 安金保|한냐l " (The United Nation

Security Force in West Iran: UNSF) 은 憲草· 지'1 22조 에 1:&據 힌- 總會의

*fIlltJJ機關 이 띠 ， “l꽤際j佛싼 |폐i Wi)'執1 ]'當쇄 " ( United Nations Temporary Execu

tive Authority: UNTEA) 또한 간다 29)

1964년 잦짧싸I~헨理事會는 Cyprus 政센j 와의 |찌l£애 따라 “ Cyprus 國|際l佛

合 lIZ ;fD ’、.} 짧 파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Force in Cyprus:

UNFICYP) 의 創갑it을 劉u 1맏 히 는 決議(S 15572)룹 f싸擇했다. I퍼 決議애 따른

“|꽤|짧l佛合ljL和~J=i1짧~"도 7i..::소保l찮I밍-事會으} 쩌11 1J:}J機關으로 理→解되고 있다 30 )

위 의 諾國際聯合포륨이 總會 또늪 갖·全保Ii향:딩11事會으1 fk:議애 依據 5않 ~i’L된 것

피 같이 “|때 l햄 Ifl뼈잠單 fil令샘”또 갖소保|함:웬뿜‘會의 決講(S 11588)애 의해 成~{L

되 었으며 EE 'Ii.:全{싸障낌11事會의 11:務j짤行을 위 해 必要히-다고 않、定되 어 즙~ 1τ

펀 것이므로 憲草 제29조의 補1J:)J機關에 該-當된다. 끼論 l二記 닙휩때|際 l佛잠軍

의 피令官은 탱콰務總長에 의해 11:命퍼 거나 事務總長이 擔當했으나 “國際聯合

뚫總 fiJ令침”’은- 美國애 의해 11:命펴 었다는 點애서 差S훌가 있으나 ~L것은 補

助機關인 國際l佛合軍퍼令部블 創設한 安全保障理事尊애 의해 決定된 것이다.

註 28) G. Rosner, The UNEF(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1). P.
59.
D. Hammarskjolp.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 " in International

Military Forces. ed. L. P. Bloomfield(Boston; Little Brown, 1964) , p.
277.

K. Skubiszewski, op. cit., supra note 9, p. 790.

G. I. A “ D‘ Draper, 이7. cit., supra note 26, p. 392.

29) R. Higgins, op. cit.. Supra note 5, pp. 120-21

30) K. 1. Skubiszewski, (.ψ . cit.. supra note 9, p.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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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任命은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 (S 11588) 에 의해 美

國에 委任되었을 뿐이다. 美國의 國際聯合의 代理A으로서 國際聯合軍總司令

官을 任命한 것이다 31) L. M. Goodrich는 “7월 7일 의 安全保障理事會의 決

議는 國際聯合加盟에 의한 錯置를 위해 法的 構成(legal framework)을 完

成한 것이다，，32 ) 고 하면서 “美國은 國際聯合의 代理A으로서 行寫하기 때문

에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그의 指揮責任을 援行하는 諸提置는 모든 加盟國

에 대해 合法的인 것으로 된다，，33 )고 論述하여 美國은 “國際聯合의 代理A "

이며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國際聯合의 機關”으로 보고 았다. D.W. Bowett

도 國際聯合軍司令部를 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으로 說明한다.

따라서 上記 “國際聯合非常軍”은 總會의 補助機關이며， “國際平和守護軍”은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이라 하면서，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國際聯合의 機關

이 아니라는 K.J. skubiszewski의 所論은35 ) 不當하다.

註 31) R. Higgins, op. cit., supra note 5, p. 178.

32)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2, P. 123

國際聯合은 A格者로서 國際聯合司令部를 創設할 能力이 있음은 물론이

다(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Iρndon: Stevens, 1967), p. 80).

33)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2, p. 147.

34) D. M. Bowett, op. cit., supra note 7, pp. 94-95, 178.

35) K. J. Skubiszewski, op. cit., supra note 9, P. 790.

R. R. Bazter도 國際聯合司令部의 國際聯合機關性을 否認한다(R. R.

Baxter, “Constitutional Form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Military Command , " B. Y. I. L.. Vol. 29, 1952,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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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際聯合軍의 韓國뽑초I핀의 法的 任務

가- 國際聯合軍의 f王務와 美軍의 任務

(1) 꽤|際l佛合따의 1T:J%

|패l際 JWf，-0- J+l. 이 !씨n패에 .1註 111.하는 칫씨의 1J:務는: ;It파퍼애 의한 i\'; j]배 J5(擊

뭔 샘& j당하고 |或I I際'f- :til 외- 잦싹윤 l디l復하 는 네 있다. 이는 l패 |際 l佛合펄을 !웹

|패l애 ?)I~ j뿔 히 노팍 힌 1950댄 6월 27인 의 l꽤 |際 l佛合 갖:全保|젤理띤會의 i}t議에

:l(;) 의히1 Iljj (/히 깅삿 /J 、 sol 이 있디. 이외 김이 |패II際l佛상파의 任殺는 國I I際웹했

Hi:으쿄써 ‘l객II 의 {파맺쉬인 At펴애 자1 ~rt\ f/i !j돼펴둡 취하는 것이니.

~J i!]니- I꽤 |際 Jlijr，싼파 의 1+: :f%얀 이에 |싸젠되는 갓이 아니라 파|폐에서 統←→

·柳 rr: . f치초 JLSi:!씨: ‘룹 에J YL 히-늪 갓 I1드 : L 으} 또 다J÷ fE1짧 .91 히나이디. 이는

1950년 10원 7일 의 l때 |際JWf，싼 總倫의 決짧°1(J7) 의해 表/J\되 었다.

이 외 낌 이 ，때.파|파I I際 l剛싼꾀i’ 은- “뿔했 ~tlI "으 jι서 의 fF: :f~와 “統← -파”으-넌서 의

1I:修칠 지고 있다.

(2) 꽃패 의 fτ務

{꽤縣 11#合파의 l꾀 !패 에 j법: 111. 히 :;]] 펀 法 ~I~ 쐐據외- 美필이 폐I패 에 j따 It!. 허가l

텐 i~D~ i'H據기 til 렛 히 핏 이，{따떠 l패|際 l佛상:tp:의 1£務외 j성;싸美꾀i 으1 ↑王務도

각각- 다프다. J: :I£ 힌 바외 간이 |쐐|際 Ifijf，싼파의 f千移는 l때 I際Jfijf，合 安全保|庫뭔

핀會으1 i차議외 總會 91 決議이1 의 힌 것이지밴 美파의 任愁는→ 1953년 10원

1언 애 차l 전된 “댐美1'1]핀 :1껴衛條刺”에 .9]힌 것이다.

“꾀꽃1'11互|껴衛條約” 제4조의 }μ定 이l 의해 많f 미E한 美軍은 外뷰15포 부터의

(;:1: 36) S 11511

:m GA/:37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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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力的 攻擊을 防響하는 것을 그 任務로 한다. 同條約은 그 前文에 同條

約의 g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當事國 중 어느 1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되 어 있다는 幻覺을 어

떠한 港在的 f윷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 부터의 武力攻擊에 대하여 그들

自身의 防衛하고자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

그리고 同條約 제2조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當事國중 어느 1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 부터 의 武力的 攻

擊에 의하여 威督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擊을 防止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持續하며 彈化시킬 것이며 ..

이와 같이 “韓美相互防衛條約”은 同條約의 線結當事國인 韓國과 美國이

外部로 부터의 武力的 攻擊을 받는 것을 防止하는 데 그 B 的이 있으므로

同條約에 의해 韓國에 ”활띤한 美軍의 任務는 外部로 부터의 武力的 攻擊올

防止하는 것이다. 따라서 美軍의 任務 北韓軍을 擊退시키고 韓國에 統-.

獨立 · 民主 政府를 樹立하는 國際聯合軍의 任務와 區別된다.

그리 고 1953년 7월 27일 후 “休戰協定”의 →方 當事者는 國際聯合이고

그 施行機關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므로 韓半島의 現在의 休戰體밟Ij의 維持任

務는 國際聯合軍에 있는 것이며 美軍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 國際聯슴軍의 두 任務

(1) 擊退의 任務

國際聯合軍의 本來의 任務는 北韓에 의한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는데 있

다.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에 國際聯合軍을 ~*遺한 1950년 6윌 27일 의 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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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r,i • 갔:소:싸 I!텐핸핑會의 決잔짧는 “l패際l佛잡지U WJ.國이 大韓l녕 l쾌쉬~i域에 서 μ~lJ的

攻뺑을 擊j당하고 넓I I際 '1'< ;f1J외 - !iX ~안쥔 IIi]復하는 데 必要하게 펼 "*파앙國에

대한 授助듭 }삶供한 갓을- 짧b1듀힌다"이라:， 8) 짧示하고 있으며， I펴 |際 Jlij r，싼軍꾀j

令꽉IS 콸 創設한 1950 년 7원 7인 의 뼈H際 Jf&.싼 꽃:소{짜 I평理짧會의 決議도 6원

27원 의 원3-議의 內참윤 +IJ確 it신하-그L ， AnI 항에서 “武力 tl~ 攻盤애 대하여 더딘

|꺼術둡 하고 있는 大따l사때윤 않Jl)J 허- lt1 ， 이 ""1하여 _-L 地j或애 있어서의 國

l際:'P<和외- 꽃소음 띠1쟁하기 위하여 "라 싸짧하여39) 國際 Jf6r，合훤의 1f:務가

“;I t ~파t on 의 한 :[UJB상 攻擊을 뺑:il3."하는 IOn 았다는 것을 f껴示하고 있다.

國I쌍 ~6r， ii- 따 l행l統 -復뱅↓委납 l뺑괄 듭9: IID~ 하는.- 1950년 10월 7일의 l패 |際 I剛상 總

會으1tk:議또 다음과 같이 國|際 J16r，싼파의 H:務가 武力的 ;攻웰뽑윤 형엎~시키는1:1]

있다고 젠침하고 있다.

|때|際 J r~H~↑軍은 .. .. 1950'잔 6월 27일 잦안保l뻐꽤-휩會의 ~11歡If감애 띠 퍼서 現까I:

JiU'i: 1때 애서 活폐l히 고 있으마 |때|際 Jf~r.合 }JU I，써패은 武力的 攻월용을 擊j설시키고 l혀地j찌

에 때|際 'I·싸[I외 꽃全을 회꽉시꺼기 위히이 필요힌 援JI)J룹 大따R l園애 提供한다

40)
는 것애 짧첨;하고‘

파l때에 l뾰 11!히 는 國I I際l佛合파이} 게 敬;던둡i 보낸 1953년 8월 28일의 國際聯

合 總會의 決議 저11 3헝 또 다음과 깊이 l때 |際 l佛合軍의 任務가 武力的 攻협용을

擊退하는데 있음을 表·示히고 있다.

集盧HI인 폐￡事惜置애 의하여 武:JJ f홉III (\-을 盤退시키기 위힌 國l際I佛合으l 要-謂에

의한 첫 f1二펙 이 成].]的이었던 것에 만족을 표하며， 國際l佛合魔펼·애 의한 集

團l的 핫全{싸|짧이 有效히디는 이 11:燈이 國|際 3p: :fD와 꽃全에 협~:!Jt(.할 것이라는

굴은 f즘念을 表하는 바이다 4ll

註 38 ) S/1511
39) S 11588
40) GA/376(v)

41) GA 1712(VA)

-40-



(2) 統一의 任務

國際聯合軍이 韓國에 J흉면하는 첫째의 任務는 北韓에 의한 武力的 攻擊을

擊退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둘째의 任務는 韓國에서 統→ · 獨立 · 民

主 政府의 樹立에 있다. 불론 짧韓國際聯合軍의 主된 任務는 첫째의 것에

있다. 그러나 둘째의 任務도 重要한 任務이다.

1950년 9월 仁川上陸作戰으로 共慶f윷略軍에 反擊을 敢行한 國際聯合軍은

곧 南韓의 領土의 大部分을 共塵慢略軍으로 부터 回復할 수 있었다 42) 그

러나 國際聯合軍의 38線 以北으로의 作戰은 北韓의 武力的 攻擊을 擊退시

키는 國際聯合軍의 權態 以外에 있는 것이었다. 이에 國際聯合軍의 38線

以北에 대한 作戰의 法的 根據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 43) 이러한 法的 根

據의 提供을 위해 1950년 10월 7일에 國際聯合 總會는 全韓國을 통한 統

一 · 獨立 • 民主 政府의 樹立이 國際聯合의 任務라는 決議를44) 採擇하여 國

際聯合軍이 38線 以北으로 北進할 수 있는 法的 根據릎 마련하였다. 同

決議에 의해 國際聯合軍은 38線을 넘어 北韓에 進J합하였다 45 ) 同 決議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國際聯合軍은 1950년 6월 25일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 뒤 이 어 1950년 6월

27일 安全保障理事會의 諸動告에 따라 現在 韓國에서 活動하고 있으며 國際聯

合 加盟國은 武力的 攻擊을 擊退시키고 同地域에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시키

註 42) C. A. Willoughby and J. Chamberlain, MacArthur, 1941-1951.(New

York: McGraw-Hill, 1954), p. 374.

43)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2, p. 139.

44) GA 1376(V)

45) D. H. N. Johnson, “The Korean Question and ’ the United

Nations, " Nordisk πdsskriff for International Ret , Vol 26, 1956, Pp.

27-28.
M. Hastings, The Korean War(Iρndon : Michael Joseph, 1987), pp.

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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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야 必JZf. 힌 J:£:D)J듭 -太빠 1\: 1패 에 4ι싸 힌디 쓴 것이l 랩;굉:히~ .JL t 前記 總會

;k講의 빠:4‘: 11 1'11은 fiilc----쩨 :1/-.펀 J\:"I"- j-:義 i떼째|때패을 1폐i파it}立k허 는더데1 있디

4이(“끼;))
히 11'1 · · ..

터:j lR議에 의해 |폐|際聯合 lt!. 은 J!tGt. j패 에 統←→ • 獨Sf: . 1치主 政}젠둡 樹立하는

갓윤 그으1 11[:%%의 히니-로 힌다-는것이 n忍定도} 세 되 있다47l

않If際 llijf.상파 으1 i王務의 히나기- 짜l꽤애 (f:}t .• 獨立 . [\; 3': )LXJ쩌- 의 ↑펴立애 있디

것은 l파 l떼 I~~:첼 |혐l올 設펀한 1950년 12윌 1 인 의 |패際I佛合 總험의 決講에

샤:;=- “總會는 꽤 l꾀 의 獨}'f: j댐뼈- 애 판힌 1950년 10 월 7일 의 總會의 決議애

짧意하고， -- --”마고18 ) 핑示되었다 1953년 7원 27일 “休戰|찌定”이 체결된 후

7월 27연 Washington애샤 發表펀 “파|파I 에 판-힌 1611i'!1l패 jtl펴宣 룹 ”도 녀-음피

갇이 l행 |際 lfM싼 1 1{ 의 11:務가- 統← • - 柳Sl: . [，녕主 政JH 으l ↑~1 ~\L에 있음윤 f따닙忍히-였

다.

정치의 11 :1'었는 깎짖l힌 것이 아니 2)- 우 i냐는 l패 |際l剛싼이 때-立히였으I이 써C ←••

獨고. J사 i ‘ 폐 l패의 tJH}L:윤 쩔求히는 해j싸 JIll 에 rr.-.뼈|허 α1 ~세 l퍼얘서 公 ' Iι 힌 IY¥快;

19)
寶빠시키펴는 |패 l際 Ifijto감‘의 j꺼 씻기 블 'k: n 젠 c]-..

l떠 l폐 에 j봐 1효히 는 1패 l際lfijf.싼 '~If. 에 게 빠갚관 liL내 는 1953년 8원 28일 I폐 |際 rr~f.

if- 總햄의 決:ii:義도50 ) 때記 1950년 10월 7인 의 總會의 快:議닫 想j띠하고 있

꾀: 46 ) GA/376(v)

47) J. F. Murphy, The United Nations αnd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Vi

olence(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ess , 1983), pp. 30~~31

E. Laurd. A. History of the μlited Nations , Vol. (New York:

Macmillan, 1982), p. 249.

N. J. Padelford, “The United Nations and Korea, " Internationαl

αgαnizat ion ， Vol. 5, 1951 , pp. 692~93.

48) GAl 410(v)

49)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I,“tions Clj' the

United StatιI' ， ]952~ ]954, The GeneI'α Con!강!’ence (Washinμton .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80 , pp. 385--87.

50) GA 1712CV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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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休戰協定”에 依據한 韓國政治會談의 開↑崔에 관한 1953년 8월 28일의

國際聯合總會의 決議도51 ) 國際聯合의 韓國에서의 任務의 하나가 統一 • 獨立

• 民主 政府의 樹立에 있음을 再確認했다.

1954년 5월 22일 大韓民國 대표 下榮泰 外務部長官은 14개 항의 提議를

했으며， 그 중 제 1항은 “統-되고 獨立된 民主主義 韓國을 樹立하기 위하

여 이에 관한 國際聯合의 從前의 決議에 의거한 國際聯合藍規下의 자유선거

를 實施한다"라고52)하여 國際聯合의 統一韓國 政府樹立을 위한 권능을 인정

했으며， 또 동 제 14항은 “統}되고 獨立된 民主主義 韓國의 領土保全과 獨

立은 國際聯合에 의하여 保障되어야 한다"고53) 提議하여 統一韓國의 獨立性

보장을 위 한 國際聯合의 權威를 5옳調했다.

國際聯合軍↑則이 國際聯合에 보낸 1954년 11월 11일자 Geneva 政治會談報

告書 제9항과 제 10항에는 統←→韓國이 成立된 후 國際聯合軍은 澈收될 것이

라고 다음과 같이 表明되어 있다.

諸政府는 이 地域에 平和와 安全을 며復하려는 國際聯合의 덤的에 아무런

협害도 받지않고 이것이 될 수 있을 때 ~D時로 國際聯合軍을 激收시키기로

모두 合意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目的이 成就되고 또한 統一

韓國이 成立된 後에 國際聯合軍은 早速히 韓國으로부터 澈收를 完7하여야 된

다고 믿었던 것이다 54 )

國際聯合 總會는 Geneva會談 후에도 國際聯合의 韓國에서의 任務가 統一

· 獨立 · 民主 政府를 樹立하는데 있다는 決議를 반복해 왔다.

註 51) GA/711(VII)

52)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s at

the Geneva Collference(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ing

Office , 1954), pp 123-24.
53) Ibid.

54) Ibid. , pp. 1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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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國際聯合軍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과

休戰 I짧定의 當事者

1. 國際聯合軍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

가‘ 作戰指揮權의 移識과 그 根據

(1) 作戰指핸權의 移讓J랜!까l

大4행R I패國답f 에 대한 作戰指햄↑짧은 6·25虛b짧L當쉽 |패|際 l剛合'ifl l니令1닥에게 移

禮된 후 지금끼지 우이에게 합JI:lc뇌 지 않고 있다.

太韓f처國은 主權國家이며 우리 太統채은 憲it 서1 50조의 )따%::이l 依據하0:1

p~’戰 끼'IJ ~CJO 와 IT훨 1'0 룹 行하며， I펴 제 51조의 치A定에 依‘據하여 |쐐 i갑갚 統 GIll 힌

權|없을 깃-는다. 그간1 나 초權의 4‘; )젤的 屬↑11::을 이푸는 作戰指핸↑앓이 不판하

게도 國I際聊잠軍폐令템’에게 移i讓되어 있는 것이 J}!實이다 1 )

@한國짧에 대 한- 作戰指揮↑짧은 安全싸|첼핑II훤會의 lk:議2)에 의해 創設편 l註 ，;랩

“國際聯合짧과의 판제”에서의 it戰指揮↑짧고} “歸美tl:!互|까衛條約”에 의해 l註띤

한 健韓 “美軍괴의 판겨]"에서의 ::L것으로 ~=. j[;的인 法隔j휠로 分化되어 있

다. 前者의 個據는 “作戰指揮熾 移讓애 관한 公輪이며 後컴·의 根爆는 “韓

美合意議事錄”이다:Jl “作戰指揮權 移鍵애 핀-한 公觸”은 公附되아 있으나

“韓美合意議事錄”은 軍事·秘、密에 }짧허-므로 前者애 관해서만 論하기로 한다.

註 1) 大統領은 作戰指揮權의 移찮없으로 現 1힘 ~I t;關係에 서 ~t;韓政權괴- 禮和條*션을

*밟結·힐 權|恨도 갓지 못한다. 作戰指빼權의 移鍵으로 “休戰!값定”의 當事者는

北韓 · 中共괴 國l際l뻐合으보 퍼었기 때갚이다.

2) S /1511 , S /1588
3) 1954 년 11 월 7 일 “輝美 合챔‘議事紙" (Agreed Minute and Amend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RepubI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17 November, L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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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7월 15 일 李承H免大統領은 國際聯合軍과의 統一的인 戰略 · 戰術의

調整을 위해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司令官인 D. MacArthur

將軍에게 移讓하는 公輪을 發表했고， 同 16일에 흙韓美大使 J. J. Muccio

를 통해 D.MacArthur將軍의 回輪이 우리 政府에 接受됨으로써 國軍에 대

한 大統領의 作戰指揮權은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國際聯合軍司令官에 移讓되

었다 4)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MacArthur 將軍 貴下

大韓民國을 위한 國際聯合의 共同軍事努力에 있어서 韓國內 또는 韓國 近海

에서 作戰中 國際聯合의 陸 · 海 · 空軍 모든 部隊는 貴下의 統率下에 있으며，

또한 貴下는 그 最高司令官으로 任命되었음에 鍵하여 本A은 現 敵對行寫의

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韓國의 陸·海·空軍에 대한 -切의 指揮權을 移讓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이러한 指揮權은 貴下自身 또는 貴下가 韓

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行使하도록 委任한 기타 司令官이 行使하여야 할 것

입니다.

作戰指揮權의 移讓은 그 自體보다 南北間의 關係에 있어서 太韓民國은 作

戰指揮權의 移讓에 의해 軍事的 關係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法的 當事者의

地位를 喪失하게 되어 1953년의 “休戰協定”의 當事者로서의 地位에서 失뼈

되는 重大한 結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北韓政權에 의한 “休戰協

定”의 違反6)에 대해 大韓民國은 大韓民國의 이름으로 北韓에게 어떠한 法

的 救濟도 主張할 수 없는 오늘의 現實에 이르게 될 것이다7l

註 4)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pp.211-12.

6) “休戰協定”의 一方 當事者는 國際聯合이고， 他方 當事者는 北韓과 中共이

다.

7) 國際聯合軍司令部의 이름으로 軍事停戰委員會를 통해 “休戰協定”의 違反에

대한 救濟를 主張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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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作戰4바軍↑짧의 4종폐g↑'Ni處

폐 l쾌은 國[際聯잔의 )JU 꽤 |때 이 이 니 었으므보 7윌 7일의 決議 ( S 11588) 에 짧b

~lT·i꺼 또는 μ~ I'I~ 11U 束 jJ -윤 민는 것은 아니았냐. 그바나 憲파 제25조의 꽃

소싸|웬 J센휩會의 “iX定”애 I없 힌다 고 짜釋펀디 8) 따라서 제39조의 “願암"는

지11 25조익 “決定”이 아니 다f))

~·L 바 므로 7원 7일 의 決講 ( S 11588) 는 )JII'，써 國애 대해 勳告의 性質을 기지

며 i:tdi낀 채핑 jJ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파댐|은 월펀 |펴 l際l剛合의 지IJ맘國이

아니 F토 I피 決議에는 1굉 백 히 “지II꽤，國I" 또는 “美國”에 歡땀한다고 表示되

이 있니. 또 IfU 決議가 핸國l에 대해 i.:H성 • 채束力이 없는 것은 붙펀이다.

이 애 *써C一 H얀인 戰 1 11;1\- • 뼈術의 必、핏센을 l 二낀 쑤承 11免大統領은 7원 15일 D.

MacArthur )엠파에게 파國댄의 作!IIJG :J'암}끽i↑웬윤 移讓했다 Ill )

나‘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法的 性格

作l랬f답핸얘~£의 移 i짧은 交뺏公x (exchange of notes) 形式으보 행해섰다.

.-:L 法 (1얀 γI: ↑%은 ←→般國際fl;; .. 1 ’“‘{~ )%I/' 이 띠 ， 또 l폐際 Jrij~合憲i닫 I: “쇄:別!찌定”으1

↑tl:샘을 갓는디-‘ 二 l리 고 當판 ft·단 太l폐[c; l꾀피. I행l際 Jfij~合이 마 ， ~행 l際 l佛1}으1 機關

인 |폐l際牌유다-r :1괴令}‘TIS가 이-니디 11 )

(1) .-般 l패 |際 fA.!二의 條約

1:1기L 힌 l:l ]- 외 간이 作戰핍揮械의 移識은: 交뺏公文: (exchange of notes) 의

111: 8) H. Kelsen, ηle Law flf the United Nations(New York:praeger, 1951),

p.293

9) Ihid.

10) D.W. bowett , United Nations Forces(London:Stevens, 1964), p.40

11) 條*1，] 의 當펌者는 法A↑%이 I꾀 낀__A 띄 機I~헤 이 이니다. 1행l際lfijf， 10-은 法人+~者이

나 1뼈 |際 Jf~~잠寅 nJ令땀뉴 셀A ~9}춰: 7 ) 이니라 國II際l佛合의 機關에 不i괜히다 .

".-'10 -



形式으로 행해졌다. “條約은 國家 및 國際組織間에 法的 權利 · 義務흘 創定

하는 合意이다，，12) 이는 여러가지 名稱이 붙여진다. 예컨대 條約 ( treaty ) .

協約 (convention ) . 協定 (agreement ) . 決定書(act ) . 約定 (pact ) . 議定書(protocol )

· 宣言 (declaration ) . 規定 (status ) . 規杓 (convenant ) . 憲章 (charter ) . 約定 (ar

rangement) . 合意書( agreed minutes)' 覺書(memorandum ) 交換公文(exchan

ge of note) 등이다. 이들 用語間에 本質的 差異는 없으며 國際法上 效力은

그 名稱에 따라 다른 것 이 아니 다 13) 이 는 Nomination of the Netherland

Works Delegate Case(1922)에 서 常設國際司法我判所， 14 ) The Wimbledon Case

(1923) 에 서 常設國際司法我判所，15 )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West

Africa Case (l950) 에 서 國 際 司 法 我 判 所， l6)ProsewIjof1 fbr MjSdemeQUOIts

(Germ any ) Case(1955) 에서 獨j옐我判所17) 에 의해 각각 表示되었다.

註 12) H. Lauterpacht ,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 VoLl, 8th ed. (Lo ndon :

Longrnans, 1955), p.877
13) H. Kelsen, Princeples 0/ International Law, 2nd ed.(New York :Holt ,

1967) , p. 455
R N. Swift, International Law(New York:John Wiley and Sons,

1969) , pp. 442- 43.

H. Lauterpacht , op. cit., Supra note 8, p.898

D.P. 0 ’Connell, International Law, Vol.l , 2nd ed. (London :Stevens,

1970) , p.195
G J. Mangone , The Elements 0/ International Law , A Casεbook

(Illionis :The Dorsey, 1963), p.71
G H. Hackworth, αgest 0/ International Law, Vo1.5(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2.
14) D. P. 0 ’ Connell, op. cit., supra note 13, p.195

15) Ibid. , pp.195-96.
16) Ibid. , p.195.
17) Ibid., pp.195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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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근1 :lL 어 l만 :t稱윤 ↑ψ l꾀 하느냐는 線꾀 當힘者의 띈다3滅 量애 속한다 18 )

띠퍼서 交뺏公)(도 條，%1.;이브꾀19) 1950년 7월 15일파 l떠원 16일의 交模公

文애 의 한 까:戰돼챔f ↑빠 으l 移識 iJI J풀는 條約이다. 交}떳公:)(애 의한 條約의

絲원[}j j;\; 은 簡짖I XJ j:\;이나 遊iii 에 는 1매 우 자주 1*擇퍼 1마 ， 2(l) |때 l際 l佛合에 登錄

된 條쑤/.;의 약 3分의 1은 :3c:~公)(의 形:rt>을 取하고 있다 2))

交換公:)(은 l패l際 j이 合l쉽;의 l얹 jft的 劇l機에 판해 |뼈內 EI상으호 1:11 밤직 한 것이

아니어서 立法의 發;義 또는 |뼈會으l 憐決윤 연기 어댐다고 i탬慮펠 떼 交뺏

뇌는~ 정우기- 많디 22 ) 그리고 條폐의 @파찮은 i떠땀의 }J않으로 행해진다 2:ll

요컨대 l넓때 1μ 이 1'f ~야}담}펄↑없移鍵애 관한，-1 李承U免大統삶과 D. MacArthur i'IJ

令官떼의 3(1맺公文은 “條폐”으파 때當휩흙뜰 댐~ EI{J으~딛 }에束한다.

liE 18) L. McNair , The LιIW 0/ Treatie서Oxford : Clarendon, 1961), pp .47ff.

H. W. Briggs. The Law Ql Nations, 2nd ed. (New York :Appleton) ,

p.852
D. Myers , “ Names and Scope of Treaties", A. J. 1. L ., Vo1.51,

1957. p. 574.
U.S. Headquaters, Department of the Army, International law, YoU ,

1964, p.44

P.C.]essup, A Modern Law 0/ Nation(New York:Macmillan, 1952),

123.

19) W. L. Gould ,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New York: Harper,

1957), p.301

1. Brownlie, Princeples ql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1966), p.448

H. Kelsen, op. cit., SUpl’“ note 13, p.455. G. Schwarzenberger,

Monual 0/ lntern(l/ion씨 L“W, 5th ed ‘ (London: Stevens, 1967), p.154

H. W. Briggs, The Law Ql Nations,

2nd ed.(New York:Appleton, 1952) p.836
20) 1.G Starke,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 9th ed. (Iρndon:Butter

Worths , 1984), p.420.

21) H. Lawt:erpacht, op. cit. , supra Note12. p.899, note 5.

22) D. P. 0 ’Connell op. cit. , supra note 88, p.20l

23) 1817년 의 “The Rush -- Bagot Agreement relating to Naval Forces on

the Great lakes"는 交뺏公文의 形式으5，;!_ ~파융되어 아직도 有效히다. (Ibid.,

not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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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國際聯合憲章上 特別協定

憲章 제43조의 規定에 依據하여 國際聯合에 依한 集團的 彈밟Ij惜置는 安

全保障理事會와 加盟國間에 練結되는 “特別協定”에 따라 加盟國의 兵力에

의해 취해지도록 憲章은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憲章이 期待한 特別協定은

線結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狀況下에 韓國動옮L이 執發되어24 ) 安全保障理事會

는 6월 27일 의 決議 (S 1151 1) 를 통해 加盟國에 대해 韓國에 軍事的 援助

를 提供하도록 勳告하는 方途밖에 없었다 25 )

6월 27일 의 議決 (S 1151 1) 에 의해 韓國에 兵力을 支援한 加盟國은 事後

에 別途의 特別協定을 縮結한 바도 없다. 다만， 參戰加盟國과 美國間의 雙

方的 協定이 縮結될 수 있었다 26) 大韓民國은 다른 參戰國과 달리 國際聯

合 安全保障理事會의 補助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官인 D. MacArthur將軍과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

따라서 이는 大韓民國이 安全保障理事會와 兵力을 提供하도록 하는 憲章

제43조의 特別協定을 細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憲章 서11 43조는 “加盟國”

이 特別協定의 當事者로 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非加盟國도 特別協定

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고 본다.낀)

註 24) 1946년 2월 16일 安全保障理事會는 “軍事參課委員會”에 憲章 제43조의 特

別協定을 練結하는 方案의 檢討를 提示한 바 있으며， 1947년 4월 30일과

6월 25일에도 이를 反復 要求했으며， 1948년 7월 2일 同委員會는 特別協

定의 練結이 없는 限 國際聯合軍은 可容될 수 없다고 報告한 바 있다.

그 이후 1948년 8월 6일과 同월 16일에도 會議는 繼續되었으나 國際聯合

軍에 관해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했다(United Nation, Everyman’s United

Nations, 6th ed.(New York:United Nations Office of Publications,

1959), pp.69 •70.

25) U.S. Headquaters, Department of the Army, International Law , YoU ,

1964, pp.141-42.

26) Ibid. , p.142

27) L. McNair, op. cit. , Sα'Pra note 18, p.52. R. Higgins, The De‘'elop

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dted

Nations (London :Oxford Univ. Press, 1963),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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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컨 대 “作패씨납 f~r柳%識公 ii빼”은 ;월딸저1 43조애 재~~되 어 있는 ’뭔別 !씨삶의

향행 } I~ !끼1 5~ 관 수 있다.

다.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有效性

(1) I행 內 i:tJ ..의 꺼-效 'Itt

까i벼lU닫 J깐f써( ~은 j츠 ↑짧의 따 r찢한 내-딩 이다. 太 lil힘 1:( 1패이 太統쉬H의 이픔으로 作

벼~f닫}軍챔L윤 l파II!쩡 J[ijf，合11I Ir]令깐’에 게 移識하는 갓은 l或I i*J法 J-. 合憶-떠인 것인기?

짧憲μ.( ， 즉 太 ~Je까i이 fir뻐UrH파Hli윤 移Ii밟 ‘떤- 찮해‘으1 最初憲法 A1l 61조 前段

끈 “太Me짜은 l폐파을 써U1J 한다 "라- 씨핫히 여 l행l 젠統해l짧이 大~Jdm애 있유윤

Ilj] 히-고， ITll 세59조는 “λ;統f;JI은 條杓플 쐐*Ei -s-1-j l. 批i忙허-띠 )강l빼;ffJ1닫외- 해찌 l

↑r하 고 外交↑벚뻐j관 itHf:i갔갚r한다."21- m삶히 1 다 大紙領에게 {않짜J純r *i낚땀을

JlH\ 9J이 하였다 :: Ll↑ 나 人‘Me때의 條/센 ;\WiJ *， !i↑않은 |피 제 42조의 jμ~애 띠-라 |꽤會

의 I ，il 意딘- 얻이 iX-使히도꽉 샤tAi즈도1 이 았디. r페 {앓는 現行憲it; 제 95조 제 1 행‘

괴 는 약간 딴21 디-원 J1j 김-이 )싸x£히이I ' 있다i

|떼會는 1패際*Jl跳애 관한 條페， 해1'1 1條폐 J떠폐條;f!0 ， Ii폐家 또는 1패 t(애 가1 l!~

政씨 :fiJ. 1:입 g ;<]우쓴 條約， :1/:;:1:낸 Jfi에 ~~!

a야] Ii페I피IL‘회i떠피、쩨쩨;윤 깃는디 .

3쑤承 liSt 太統 f;}1은 |꽤햄으l 批洗[피;힘; 없이 fir::戰指filf ↑'1li윤 移讓했다. 이는 舊憲

iL 제42조의 i훨 }Si. 이 이년기의 fH1M딩기 Ht iJ:딘펀다. I패조의 쇄定증 “作l햄해flit械

移짧公輪”이 該J휩펀 수 있는 갓은 “ \LiL믿J폈애 웬한 條폐”으보 이는 檢討

룹- 벚힌다.

舊憲沈 지116 1조는 “大>frJt때은 [꽤 1쥔 )단 체~IIJ 힌 다" .:II :J;JiI，갚히고 “法律이 ~히는

바에 l다피 ” 行使힌디고 찌깥허- ::11. 있지 않다.써) 띠라서 *-統ilW의 |패펙i統잉IIU二

iit 2“ ) :1 l~1 니 .fYi， ii- iI핫 바 λ1174조 시1] 1 힘 은 “太Me짜은 愚 i:t 고]- 法핸이 상E 히 는 1:11• on

91 ιl-야 l퍼 ''1 ;: -:+ ~de[깨j 힌 디 "고 :J;JI.자 f히-:， L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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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하는 必要한 命令은 ←→般 大統領令의 形式에 의하는 이외에는 別個의 法

形式이 없다.왜) 그러므로 舊憲法 제42조의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에 있어

서 大統領에 관한 條約”에 있어서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은 立法事項에 속하

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條約은 舊憲法 제42조의 國會의 同意를 필요치 않

는다.

또 舊憲法 제42조는 批進에 대 한 國會의 同意權을 規定하고 있을 뿐 縮

結에 대해 同意權은 規定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作戰指揮權의 移讓은 批

i佳을 要하는 條約인가를 檢討해야 한다.

交換公文은 -般的으로 批i佳을 요치 않는 條約이다 30) 다만 交換公文 自

體가 批港를 요한다는 規定을 둘 경우는 例外이다 3)) 따라서 “作戰指揮權移

讓公輪”은 批堆을 要치 않는 條約이므로 舊憲法 제42조의 國會의 同意를

要치 않는다 32)

설혹 作戰指揮權의 移讓이 國會의 同意를 要하는 事項이라 할지라도 條約

의 縮結은 國會法上 司法的 審호의 對象에서 除外되는 統治行寫로 說明된

註 29) 韓泰淵， 憲法學(서울:陽文社， 1955) p.454

30) H. Lauterpacht , op. cit., supra note 12, pp.907 -908.

31) M. Akehurst ,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Allen ,

1970), p.155.

32) 그러나 現行憲法 下에서는 이렇게 解釋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74조 제 1

항은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軍을 統帥한다”고

規定하여 제50조의 國會의 同意를 要하는 條約의 하나인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에 “作戰指揮權 移讓公輪”은 該當될 수 있을 뿐아니라 제95조는 條約

의 批i옮뿐이 며 “縮結”에도 國會의 同意를 要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附則

제6조 제 1 항은 “이 憲法施行 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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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lJ 따라서 수承H免太統때이 l뱃| 펴애 대 힌 作껴써指揮f¥fi.윤 修讓한 行짧의 |때

μ]法 L:. 效JJ으 1 1~-效' 111:띠암는 II命짧으1 t、t찢 이 펀 수 없디.

(2) 國|뺑파 上 쥐效' [11 ‘

빼과i애 디l 힌 作戰해훼i↑짧을 移짧한 것은 |때 I際필 /--으보 쥐했[한 것인기?

위애서 考했한 바외- 간이 作戰}암HI!↑짧의 移많짧은 憲t!~← L: [팽l會의 l폐합없이

行해진 것이바 한지라도 愚필 j훨 J5(行체71- 아니다 :7.리 나 이펀 憲필j힐&이

라고 펀- 떼 國I I쩔 法 I:. 效 )J 의 ;꺼-無기→ ”‘命議휠 수 있다. 遠反체ilk 에 의해

~'fj *i'{ 된 條짜J 으1 I뼈 |際 ij; l-- 效 )J에 관한 從來의 學認 . 'j!1j例는 →致되이 있지

않디

H. Kelsen은 違法?Jri 'lk 애 의해 絲원;펀 條約은 j훨&힘'i 'lk 김L 條約윤 絲·원f한

當뿜-춰의 1'1' 1뿔J jj에 서는 條원의 j違法' 11[: 뱃;ti뜰 」主꾀할 수 없으니 違J5( fi↑i 'lk보

條約을 絲i *r!f 힌 강홉-펌김-는 이의 1!\~效‘탄 cJ:파힐 수 있다고 힌다 :14 ) 이미힌

立楊은 {nre Vera Case (1948) 에 서 Mexico:大審院의 ‘l‘U決에 서 表jJ긴다 었다 :J5 )

D. P. 0’Connell은 違憲條폐플 絲·結한 꽤家도 이 條約← 1 - 으1 義務룹 屬行한

둔I: 33) 文鴻찬， 폐t國愚法 (서울 : 따岩ltd: ， 1973), p.501.

R.J. Tresol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2nd ed. (New York.
Macmillan, 1(65) , p.71

}沙)I I 事件 (最·핍 11Ii. ， nB 'F1I :~4넨 (이- ) 제710호， EPf~괴- 美合쨌國 l해 의 꽃全1*

障條씬J fi1l 3조 애 1Ili한 ↑j')L)i: I꺼定 애 반히는 )flj:협持성Ij法違反 破f능事件) 에 서

“美 B安全1*障條*1'1 "의 1:1*慮·法 제9조애 j훨 I3U.I\! 잔 에 판히아 다음과 같이

條씬J 의 *뻐;f.f;‘은 統治行짧애 l빼 허 며 닙]法 [I상 審짚의 對象이 되지 않는디고

해示힌 바 있다.

間題의 꽃保條폐은 닙j法 life 의 審짜애는 mOjIJ 的으로 맺지 않는 性質의 것

이고 따라서 -見 極히 明민하개 違魔껴야效라고 홉진定되지 않는 |없 法; 1흙 의

κl~審짚의 i뼈 l행밖의 것으쿄씨 제 1치- tl~으로는 ::T 條원J의 M'fi結權을 가전 內

!챔 및 그것애 대허여 承굽신빼윤 가진 |뼈굉의 l않治的 批 '¥IJ 애 맡길 수 꾀

애 없디고 解釋하는 것이 핏‘當하다. (我養榮編著， 魔法꿰例-f:'J j엎 (新版 ) ) (東

京:껴‘꽃I빼 ， 19(8) , pp.16fi•·67.).

34) II. Kelsen, op. cit., supra note 13, pp .461-42.

35) Ihid.. p.462, not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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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I際法上 義務가 있다고36) 한다- 이 러 한 立場은 Eastern Greenland Case

(1933 ) 에 서 常設國l察司法我刊에 의해 判示되었다.처) 그리고 違憲條約의 不題

行은 國家責任이 成立된다는 判決이 R .v. Burgess Case(1936)에 서 宣告되었

다.잃)

1969년 의 “條約法에 관한 Vienna協約”제16조는 이 點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CD 國家는 條約線結에 관한 國內法 規定에 違反이 明白하고 또한 根本的으

로 重要한 自國의 國內法 規定에 關聯되지 아니하는 限， 條約의 해束을 받

게 하는 自國의 同意를 無效化시키기 위하여 自國의 同意가 그러한 國內法規

定에 違反되어 表示되었다는 事實을 援用할 수 없다.

@ 違反은 通常의 慣行에 依據하고 또는 誠實하게 行動하는 모든 國家에게

客觀的으로 明確한 경우에는 明白한 違反이 된다.

그리고 同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特定한 條杓의 狗束을 받게 하는 國家의 同意의 表示하는 代表者의 權限이

特別한 밟Ij限에 따를 것을 條約으로 願與된 경우에는 代表者가 그러한 同意를

表示하기 前에 同制限이 他方交涉國에 通報되지 않는 限·代表者가 表示한 同

意를 無效化시키기 위하여 代表者가 그 밟Ij限을 遺守하지 아니하였음을 援用할

수 없다.

同 제46조 및 제47조에 미루어 볼 때 作戰指揮權 移讓이 國會의 同意를 얻지

않은 大統領의 條約練結行寫로서 節次上違憲으로 보거나 또는 作戰指揮權은 그 性質

上 移讓될 수 없는 것으로 그 內容上 違憲이라 할 지라도， 39) 國際法上은 有效

註 36) D.P. 0 ’Connell. op. cit., supra note 13. p.219.

37) U.S. Headquarters. op. cit., supra note 25. pp.141-42.

38) D.P. 。’Connell ， op. cit., Sμopra note 13 p.220.

39) 前者는 “節次上의 i훌憲問題”이며 後者는 “實質上의 違憲問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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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갓으i-i~ :-:2 效1J을 다루
L}L

J
끼

””
“
이、

디없

2. 國際聯合軍司令部와 休戰協定의 當事者

가- 休戰協定의 細結

(1) 休戰의 f￡議

(기→) 國際聯合總會의 ?k議

1950 1건 9원 15일 E. M. Almond少將이 指揮히-는 美 지1110軍 |훨l 은 職패외

tid;J\- 으l sd꽃 下애 仁川띤에 ← u햇했고 11 ) 國"際聯合軍은 北펴軍올 i뭘擊히-여 38

)짜에 이르게 되었다!펴l때파은 10원 1 일 38쩨윤 념었으며， 42) 10월 7일 總

會의 하l: Ii짧 (GA 1376(V)) 에 의해 38폐 以:IL 에 대힌 까3戰의 繼續이 참닙JE되 었

디. I패際 I佛싼젠의 :IL따애 대해 11원 애 1:1 1 겠 으1 )5f.랩똥이 끼선作되었다. 이에 K:)험

會는 i￥\U폐 의 熾r :人;닫 |끼 ii '， 히 기 위해 12원 14 띤 새 5다운 決議원 허가l 되었

다. I펴YR:趙으l 內짜은 디-음피- 간다

iEt40) 디밴 이 c' l 힌 !w(쐐은 “條約앉애 ~vl 힌 Vienna I찌約 ” 이 1패家間 으1 11짧約애 맨

j낸i셔} 펀 디 는 폐!;(제 1조) 과 l,iJ 條%은 1950 1간에 作밴:X 11f1 :}\1! i핸뭔~- 移짧후l 딩시 011

fI꺼- 히 ;:<1 않았다는 없l1표 f‘송象힌- 것이 cl

41) C.A. Willoughby and J. chamberlain, Macharthur , 1941 ~ 1951 (New

York:McGraw-Hill , 1954), p.374

42) L. M. Goodrich , KOl' ea:A Study rll United States Policy in the μ1ited

Nations (New York: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139.

l펴윌 16일 美 l때l찌省은 빼際I佛合따 I괴令*럼 에게 下運펠 f木뺑에 관한 基얘;

指針을 WI야히-고 있었다. 이는 H. F. Mattews I뼈務(.7\官뼈가 國~)j램別補

1~:판 J. H. Burns 將軍에게 보낸 1級 秘密文書에 포햄되아 있었다(U. S.

Department of State, F()/'(’iβn Relations Ql the U.S .. 1950 , Vol. VII,
KOl'ea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ment Printin상 Office , 1976), P.

731-- 3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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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會는，

極東에 있어서의 事態를 念慮하고，

韓國動옮L이 他地域에 據大됨을 防止하고 韓國自體의 戰I해를 終생시키기 위하

여 直刻的언 惜置를 取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따라서 }歷案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加-層의 惜置를 取할 것을 希望하

며，

總會會長은 韓國에서 圓滿한 作戰이 이루어질 수 있는 根據를 決定하며，

또한 總會에 대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動告를 行하기 위하여 自身을 포함한

3A團을 組織할 것을 要請한다 43)

同 決議에 依據 “停火 3A團 " ( Three-man Group on Cease - Fire) 이 設

置되 었으며， 이 는 Canada의 L. Pearson, Iran 의 N.Entezam과 India 의

B.Rau로 構成되었다. 同團의 任務는 韓國에 있어서 j簡足할 만한 停火의

基魔를 決定하고 이를 總會에 歡告하는 것이었다44) 그랴나 同 3A團은 中

共代表와의 會談 · 交涉에 完全히 失敗했으며， 1951년 1윌 1 일 中共과 北韓

에 의한 大規模情勢가 始作되었다. 이로서 總會의 停火要求에 應하지 않는

中共의 意思가 明白해졌다 45)

이에 1951년 2월 1 일 總會는 美國의 提案에 따라 “平和를 위한 團結”

(Uniting for Peace) 決議 에 {衣據 中 共 은 韓 國 의 f윷 略 者 라는 決議

(GA 1498(V))를 採擇했다. 同決議 제6항에 依據한 總會의 要求에 따라 眼

課된 “集團的 惜置委員會"(Collective Measures Committee)의 報告의 結果，

1951년 5월 18일 總會는 中共과 北韓에 대한 戰爭物資의 供給中止를 加盟

國에 動告하는 決議(GA 1500(V))를 採擇했다 46 )

註 43) GA 1384( v )

44) R. Higgins, op. cit., supra note 4, p.181.

45) D.W. Bowett, op. cit, supra note 10, P. 47.

4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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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Malik 악 聲明

1951 년 5원 20얀 까지 rl:l -Jt 의 IX찢니F 꾀化되고 戰勢L는 다시 國|際 Jlijf，잠 ~fFI 애

1T제하가1 J깐戰되 었다. 이에 띠-라 6월 23띤 國際聯合 蘇 J[ijH~~ J. Malik는

til Ii. 38싸 애 로의 微J!X늪 條 it!:으j감 停火交涉의 nr能性윤 }是示했다 47 ) 그가

“ 'I샤[I 의 價 1rf1 " (The Price of Peace)비 는 題논|으j료 /收送힌- 休빼IX±뭉講의 內

?준은 다음 :4 김-다.

蘇 Jr~r. A r~ 블→은 오늪년얘 기-정 딘가보운 f버짧가 쩨，t!뼈에 있야서의 파力衝찢의

H~J펴i ，갈 f~!(o lk 힐 수 있윤 갓으 5;:~ 받습니니. 이릎 위히-이 싸|폐 1m짧의 'Iι 짜l 的

f따決을 위한 當캉~· I패 의 얘‘↑뼈가 必、 i~현 갓입니디. 값l剛A l샤은 잣 段|뿜쿄서 ↑챔

버X괴 38써으ij~ J11-너 의 tlJ:隊의 ftl표熾Jlx단 μAgE허 논 {木戰을 위힌 交戰앵핸)'j !l디 으l

會 j씻을 tol헤 뼈히l 이- ‘띄 잣으보 낀는 비입니디→. 이，0]힌 f쁨 i힘룹 Jfll합 수 있을끼

요? 4: A은 폐l패에 있이서의 피비런내 나는 뺑|없j둡 終많、시7'1 띄 는 휩.짧L힌 欲

5.K가 있디 1낀 그i']힌 쐐 tm'’~륜 11l1. 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A 온 그것은

佛實히 l싸 l핵 on 서 ‘V:;fn듭 j펀n\(; 허가 워하아 x때G힐 代↑뿜로서는 :':L 땅게 관 것븐

아니리Jl 생시하는 111·엠 니 디 4H)

J. Malik 의 f뀔議애 대해 6원 2띈 H. Truman大紙術은 다유파 같

이 늠r nJJ 했다.

美國은 우리가 헝-상 그 [:·1 했듯이 따l때에 있어서의 도r: fU [)i:J )1때싸:애 參與할 準

↑폐기 꾀어 있습니다 ....

그리 ~iL 이 는 YG~히 f찾1Ufr 을 終 Ii:.히·.:11 폐k國l파 Jjlfn패ti애 대 해 :inn와 安全을

'I次復히는 갓이어야 힘니다 49)

6월 25일 北京政}써-의 .fJ!.解룹 j할示힌- “ A ft:: 티 報 " ( The People ’s Daily) 의

감:I: 47) Ibid. , p.48

R. Higgins, op. cit , supra note 4, pp.263-73.

L. M. Goodrich, op. cit. , supra note 42. p.183

48) Ibiι ， p.276.

49) Ibid.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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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은 “모든 外國軍隊가 韓國으로 부터 澈收되고 韓國A民으로 하여금 그

들의 問題를 解決하게 할 것을 條件”으로 1. Malik 의 提案을 受諾한다고

表示했다 50) 그러나 蘇聯外相과의 美大使의 會談의 結果 相互 軍司令官間의

停火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共옳主義國家의 代表者와 總會의 委員會間에는

그것이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 明白해졌다. 이런 結果는 5월 18일의 總會

의 決議 (GA 1500(V)) 에 서 緣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51 )

1951 년 6월 30일 08: 00 國際聯合軍司令官 M. B. Ridgway將軍은 韓國

에 있는 共塵軍司令官 앞으로 다음과 같이 放送했다.

本A은 貴下가 休戰을 維持하기 위한 適切한 保좁下에 韓國에 있어서의 敵

對行寫와 모든 武力行便를 中止할 休戰을 討議하기 위한 會談을 願한다는 消

息을 들었습니다.…그러한 會談은 本A의 信任 代表가 準備하기를 願합니다52)

7월 28일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總會에 대한 報告에 의하면 “1951년 6

월 30 일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共塵軍司令官(Commander - in - Chief of the

Communist Forces in Korea) 에 게 各 司令部의 信任代表者가 元山港에 있

는 Denmark病院船 “]utlandia "에 서 停火交涉을 위해 會談할 것을 反復放送

했다"고53)한다. 國際聯合軍司令官의 放送이 있은 다음날인 7월 1일에 朝蘇

A民最高司令官 金日成과 中國A民志願軍司令官 훌Z德懷는 共同名義로 “38線에

있는 開城에서 54) 會談할 것에 同意한다"는 放送을 했으며， 國際聯合軍은

註 50) L. M. Goodrich , op. cit., supra note 42, p.183.

51) D.W. Bowett, op. cit., supra note 10, p.48.

52) J.F. Schnabel ,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

rectio，η (Washi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72),

403.

53) R. Higgins , op. cit., supra note4 , p.183

54) Jutlandia 호는 國際聯合의 領域이므로 共塵1RU은 開城으로 修正한 것이다

(W. H. Vatcher, op. cit., supra note 47.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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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 I"J ‘한했다 !lS )

~It!:따 피 녀 ' Jl애 디1 힌- 웰H껏의 }ι갖S싸:~은 美|패이l 의해 ~i(해 섰으1까 펄·後에

參戰l파I jJj./찌議 했으나 網會으l ↓답w i 애 의힌 갓은 이-니었다. ↑판火애 판-헌 美

I폐의 權|싸때많l는 T.Lie 밝修總K애 依히l 充分히 檢討되었디. 그에 의해 많

1;떠펀 刊行5:1 .7.1 않은 웰-띔;으1 內짜은 디-음과 갇디.

(1) 꽃 l패 은 總會니→ !-/i.. !안{씨 |딴낀H팎쩍의 !Jillll u0 인 WI→ j괴‘ 나 해w i 없이 停火니. 1木

戰써定윤 ，\\\'i'i>%i라-힌 샘ili '!' lJ릎 갖는디.

(2) :1 쐐利는 파파떠 핀1꾀애 뻐)E되 1 이 政 jri的 分펌의 l찌 j회은 꽃소싸|싼쐐

훤會니- 總會애 으1 젠 11염· ，x 의 ?λJE이 폈求떤니.

(3) 어떤 停火나 休빼도 핏l파 으1 ~dc介ilJ 令1111에 빠|없을 JI따띠힌 갖3:': 1!t': 1댈죄'J!과4

웰애 ¥~i!ciνl 어 이‘ 힌디.

(4) 써( 1패| 애 ~III I쌍 꽉 {'1!: 'iii 히 :11. 있 는 핏 j때 il) 15 ↑iii/ I패 으 갚 써 1.Dt 펴 는

Washington 의 “ 1 6 갖 H햄 ..(Committee of Hi) 는 美|패피 빗 l;L는 l까禮센J 인 J떠N~

룹 기'A) l 이 l퍼 |쟁 Jr~r.유의 4했關 으I J피11!: 쉰 깃지 않는디，，6)

(2) 休뺑쉽i淡의 )it行

1951년 7원 8얀 Im :thli:애 사 j믿絡將校의 칫 會i淡이 있있Jl， 57 ) 7원 10인에는

|꽤標j佛감파의 1~ ':i삿외 ;It싸 및 1:IIJt 익 代*가 會f淡달 tli'l11~띤 수 있었다，，8)

11원 거〈이1 :)1'괴자裝]띠팎의 u)t i갑 에 :~~1 히1 1↑ ;합;핀 li~ 있 디 ，，9 ) 會談은 國際聯合↑HU

에서 핏 j따 끽i 少 )1염. C. T. joy, 美낀~ tfI :t'將 L. C.Burke , 파|꽤다1 少 )\정 |끼팎爆에

의헤1 )쫓↑T파 었으마 ， E511 i'i1 參戰|쐐아니 l꽤 |際Jlijp介별將}파 Jd'Q은 關뱃히지 않았다.

l뼈 |際 l佛 싼 ↑t -f& 는 M.B. Ridgway j끼 令 'j파 으보 부터 해싫|‘윤 밖았으며 그는

op. cit., sμ!pra note 52, p.404.

끼'J . cit.. supra note 42, pp.18:3- 84.

(ψ I'l t ., suprα note 47 p.25.

itt‘ 55) Ibid.

J. 1‘’. Schnαbel，

56) L. M. Goodrich.

57) W. H. Vatcher ,

58) Ibid. , p.230.

59) R Higgins , (ψ cit. , ‘\'upra note 4,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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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를 받았으

Washington의 合同參諸總長의 指示를 받고 그에게 責任을 지고 있었다 60 )

休戰交涉에 있어서 安全保障理事會는 國際聯合司令部로 부터

며 總會도 이에 直接 介入하지 않았다 61)

1953년 4월 11 일 “陽病者와 補慮의 交換에 관한 協定”이 練結되었으며，

6월 18일 에 最終的 合意를 보았으나 6월 18일 李大統領의 反共補盧釋放으

로 暑名은 늦어졌다. 7월 11일 美國에 의한 政治的 · 經濟的 · 軍事的 支援을

確約하는 D.D. Eisenhower 大統領의 覺書가 韓國政府에 傳達되었으며， 美國

務次官 W.S. Robertson이 來韓했다. 板門店에서 國際聯合軍司令官을 -方으

로 하고 北韓軍 및 中共A民志願軍司令官을 他方으로 하는 “休戰協定”이

暑名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10:00였 다. 美國政府는 當 日 “休戰協定”의

書名을 事務總長에게 通告했다 62) 休戰으로 “不幸한 韓國에 不便한 고요함이

63)
펼쳐지게 되 었다. "(uneasy quiet spread over unhappy Korea)

나. 休戰協定의 當事者

위 에서 考察해 본 바와 같이 1953년 7월 27일 의 “休戰協定”은 國際聯合

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韓軍最高司令官과 中共A民志願司令官을 他方

으로 하여 홈名되었다. 그러면 이 “休戰協定”의 當事者는 누구인가? 一方

當事者는 “國際聯合”이고 他方 · 當事者는 “北韓과 中共”이다. 그리고 大韓民

國은 “休戰協定”의 當事者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國際聯合”이 -方 當

事者라는 점과 “大韓民國”이 一方 當事者가 아니라는 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註 60) w. H. Vatcher , op. cit., supra note 47, p.28.
61) L. M . Goodrich, op. cit. , supra note 42, pp.183-84.
62) Ibid. , Pp. 195-96.
63) D. Acheson, The Korean War(New York:Norton, 1967)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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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休戰|써삶의 J힘핀쉬·호사 의 l때 |際 l佛잠

::~ tel ],!l “休戰씨5t"의 ••.)j" 혐띤춰는 I행If際 l佛츄짧 「이令헤IS 인가? 이니 1펜 갖全保

|펀꽤펄會인기.? 아니띤 l행l際 1佛合 터섬뭘인기? “休戰!찌5£"의 • -方뿔 1'， .홉는 위에

서 관 바외- 김 이 “國l際l佛잠따總i시令띤 美?알따 :λ;將" (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M.W. Clark호

願1'，되어 있다(i1 ) 이 l ’l 檢討힌 u}외 깐이 7윌 7일의 決:議 (S 11588) 에 1:&據

)jX;立펀 國|際 11~r.15- 'ref!. r치 令 쉰IS는 ~I際JI~r.合의 E. 똥E;機關 인 /강:全保 I젠:f!l!곡}츄.會의 補 llJJ 1幾

關이 l다 ， 또 If괴 싸:議애 f衣據 IIiJ i 이 令B‘ IS 의 4幾關擔/랩휴는 l행If!쨌 11~r.合 1tI 總 듭]令 'f띄” 으l

f王命이 美國애 委↑王되 이 있으l 이 이 에 따마 美國은 國|際I佛삼의 代J렐A으보샤

|패|際l佛싼軍닙j令1닥을 1J:命한 것이다. 띠버-사 “休l때|씨죠”의 OJ)當事-者는 .'!Z:全

保l웰J챙벌:會의 補.ItJJ機關 인 l뼈 |際 lmr.合파 i iJ令 관|‘가 아니라 바로 國際聯合이며， I꽤

[際 11&0合 'I~:L roi] 令 쉰IS는 國際 llW.잠의 機關이 1:1:1， I꽤 l際 l佛싼 ‘'，1'1. 꺼j令힘은 國際聯合4幾關의

}휩當참아l 不i펙히-다. “料定機關애가1 f띠機關잘 設、，'r허-도독 許 il]’하는 憲철:의 規

定은 ↑짧l떤을 委↑'=f:하쓴 폐: TIJ 의 퍼i~ l!*로 fu[(，釋되 기 ，， (5 ) 때문이다.

國|際l剛合은 國l傑파 h 法:A~、%者보λ.-1 그의 機能을 위해 條約을 絲結흰 能1J

이 있다는 點은 肯'JE뇌 jl 있다(6 ) 憲←함 셰 104조는 國際聯合法:A格을 明示허-

고 있으며 1946댄 12월 條約의 登錄파 公刊애 판한 總會의 決議 제4조

註 64 ) 이와 김이 M.W. Clark장꼼은 “國際l佛잠單다j令‘흠”이리 表‘示히-므보써， 國l際

聊合을 위힌 行짧암을- 願마]힌 젓이다.

65) H. Kelsen , op. cit., supra note 8, p.142.

66) Ibid.
J. G starke , op. cit., supra note 20, p.42!.

M. Akehurst , op. cit., supra note 31, p.92.

G. Schwarzenberger, Opt cit., supra note 19, pp.79-80.

1. Brownlie, op, cit., supra note 19, p.522.

W.L. Gould, op. cit., supra note 19, p.204.

C. Parry “Treaty - Making Power of the United Nations" , B.Y.I.L. ,

Vol. 26, 1949, p.l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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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a)에서 國際聯合의 條杓練結能力이 確認되었고，67 ) 또 돼e Reparation

Case(1949)에 서 國際司法載判所는 이를 肯定하는 歡告的 意見을 表示했다 68)

그리고 國際聯合의 條約線結能力은 國際聯合의 加盟國이나 그의 專門機關과

의 條約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다 69 )

問題는 國際聯合軍司令官이 國際聯合의 當事者로 되는 “休戰協定”을 統結

할 權限이 있는가에 있다. 7월 7일 의 決議( S 11588)에 서 安全保障理事會는

統合司令部(國際聯合司令部)를 設置하고 그 司令官의 任命을 美國에 委任했

으나， “休戰協定”의 總結權을 同司令官에 委任한 바 없고， 또 國際聯合의

또 다른 主要機關인 總會나 事務總長도 이를 同司令官이나 美國에 委任한

바 없기 때문이다.

國家의 條約線結權者는 國內法에 의해 規定되며 國際機構의 그것은 國際

機構의 基本法에 의해 決定된다 70) 憲章은 제43조에 安全保障理事會가 特Jjlj

協定을 縮結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제 63조에 經濟社會理事會의 協約細結權

을 規定하고 있으며， 條約을 線結할 特定機關을 明示하고 있지 않다. 國際

聯合의 모든 主要機關은 國際聯合의 課業에 관한 特珠分野에서 國際聯合을

代身하여 條約을 縮結할 權能을 갖는다 71) 國際聯合이 練結하는 大部分의

條約은 事務總長 自身에 의해서 暑名되어 왔으나 그 中 行政的인 事項이나

特權과 免除에 관한 事項은 事務總長의 自身의 發意에 의한 것이고， 其他

註 67) R. Higgins, op. cit.. supra note 27, p.243.

68) 1. Brownlie , op. cit., supra note 19 p.519.

I.C.J. Reports , 1949, p.188.

I.C.J. Reports , 1954, p.57

69) L. McNair, op. cit., supra note 18, p.52.

R. Higgins, op. cit., supra note 27, p.242.

W. L. Gould , op. cit., supra note 19, p.204.
70) H. Kelson , op. cit supra note 13, p.460.

71) R. Higgins, op. cit., supra note 27,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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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i은 總會으1 Wf T1]’ 니- 렛求셰 익한 것이디.

1960년 8원 악 “|꽤|際l佛合피. Congo共께 | 國'11\1 의 l끼'i앉援助에 판한 !찌定”은 펀‘

務IX. 長 M. de Seynes 애 의 하 여 j꽤 l際 ~ij~ 1',-을 위 히- 여 풍용 1'1 도| 었 으며，72 )

“UNEF ，란← 위 한 Lebanon과의 l따YC I끼 |찌 ii;”은 UNEFI'1]令‘핀. J. H. Burns少

)1장애 의해 뽑:t되었디R.Higgings는 UNEF는 總會의 째11덩J機關 이 나 이는

l폐 |際 1'1상 A格윤 {f아허 ]二~ i，~ J. H. Burns ~장댄:은 UNEF뜰 위해서가 이-니라

벌務總長의 代J맺A으보서 뽑"1'1한 것이라고 兪縣한디 73 )

1953년 7원 27일 의 “↑木戰|까定”에의 國際聯合J:fi넌]令띤’ M.W. Clark)1정 庫: 의

올품1'1 노 l패 |際llij~싼파 니]令샘 IS얀 갖金{싸 l젠l벤밝會의 1m찌J機關이 jI f꽤 |際法 I'. Aft이

없으브호 |패|際 llW，유軍 i1J令퓨IS윤 위해서가- 이니라 l패l際 J~뼈싼을 위해사 챔좋務總長

의 代꾀!. A으갚 캄왈1'.한 것으 갚 J파W( 원 수 있다. 그랴나 빼폐음- 단리하여

111:\이令낀애개 條約絲 *ft ↑;~JJ. 이 IllitE씨 되 눈 것은 |폐內파-의 ;1;)21£아니 I쾌I傑機隔의

)iq、;품의 시[ YC 애 으1 6]]서기- 아니파 Itl:됐 |폐|際필에 의해서 JI파따 ~f:l 니-는'(4 ) 많li

단 쥔 IIμ히 이 늬 띠1， M. W. Clark)1젠Hi. 의 “休戰l찌定”애의 뽑*1 은 핑務總강의

it]낀~ A으화샤 기- 이-니라 파 i→f]令 '(f이바는 ，U쇄~ i幾 l調으j‘L서 11‘한 것으토 J111W(해

야 한다 이떤 경-慮에서 침:i!넨j 히} 선 안핀 뿔Iii온 |패|際파-애 의해 l따t쉰u됐←찢젖 Jl뼈1뼈武”뱃q 되

는 끼파r I“피j괴H令상 r디‘덴r 으의1 11條深*ι폐/J *'絲絲U땀i *쇄*‘”념l”샤l

갓은 :그L으의l ↑械￥웬li l\J~없{外애 있디는 갓이다‘ 7!i ) “休戰I찌파”에는 政펌「애 핀:Cl'!의 j써定

이 없으l까 이 는 IX.後이1 I돼h‘l 의 J것 i검 h상 7j( i\'，애 서 jfj앤決;히 도독 μUλE되 이 있으

HI: 72) R. Higgins, μψ ， cit., supra note 27, p.250,

73) Ibid" p.253
74) H. Kelsen. op. cit. , supra note 13, p ‘463.

M.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m:!are(Berkel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 Press , 1959), p.387.

J Westlake , International Law , Part IT (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1913) p.92.

75) D. W. Bowett, op. cit. , ‘I'Upm note 10,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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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직 軍事的 性質의 것만을 解決한 것이다 76) 또한 韓國休戰은 所謂

‘-般休戰" (general armistic) 이 며 77) 般休戰은 總司令官만이 縮結할 權限이

認定된다 78) 따라서 國際聯合軍司令官의 “休戰協定”에의 暑名은 그의 權限內

의 行寫로 認定된다 79)

이와 같이 國際聯合軍司令官은 國際聯合의 特別授權없이 “國際聯合을 위하

여 " (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休戰協定”을 練結할 權限을 當然

히 갖는다. 이는 “休戰協定”의 線結을 練結當日 事務總長에 報告했을 때80 )

國際聯合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 “休戰協定”을 練結할 權限이 없다고 指觸한

바 없었다는 事實과 上記 事務總長이 未刊된 覺書에서도 特別授權없이 美國

은 停戰協定을 線結할 權限이 있음을 認定한81) 事實에 의해 確認되었다.

國際聯合 法律顧問 AFeller도 安全保障理事會의 別送의 決議없이 美國은

“休戰協定”을 縮結할 權限을 갖는다고 했다 82 ) 要컨대 國際聯合軍司令官에

註 76) “休戰協定”前文에는 “ ...이 條約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라 宣明하고， 同協定 저!] 5조 제 62항에도 “ ...雙方의 政治水

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寫한 適當한 協定中의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交

替될 때 까지 繼續 效力을 가진다"고 規定하여 同協定이 軍事的 性質의

것임을 明示하고 있다.

會談間 M.B Ridway將軍은 政治問題나 領土問題에 관해 合意해서는 안

된다는 指令을 받았다(W. H . Vatcher, op. cit. , supra note 47. p.28).

77)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 The Law of War on Land, Part ill
(Lρndon: H. M. S. 0. , 1958), para, 423, p.126. note 2.

78) G. Schwarzenberger, op. cit. , supra note 19, p.216.

79) 그리고 違憲節次에 의해 縮結된 條約의 國際法上 有效性은 一般的으로 肯

定된다. (1969년 “條約法에 관한 Vienna 協約” 제46조 ) . 따라서 “休戰協定”

의 練結이 國際聯合軍司令官의 權限을 넘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國際

法上 有效하다.

80) W.H. Vatcher , op. cit., supra note 27, pp.195-96.

81) L.M. Goodrich, op. cit., supra note 42, pp.183-84.

82) W. G. Hermes, u.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

ing Front(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6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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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絲結된 “休戰!“치_~ n으l 뺨;밝쥐는 강~싸댄;f!R필·會의 補It})機關인 “國I I際l佛산

I 니令 라IS "가 아니라 l맺|際 If뼈츄 FI 뿜이다 :L라 고 他方當펄.者는 北템피 fp ::J:t이 다.

(2) 休戰|“'At의 oJ!:찮 광JJ-.팎꾀서 의 大파];( 1꽤

위에서 관 바외- 잔이 “休戰 |μ~"익 ')i 當뿜주줍는 많II際 Ifijf\싼이 다. 그라맨

大l써t.£치|꽤은 l폐l際聯今피). 꽉 Ii이으꾀 또는 년14.獨으i남 “休戰|까定”의 當"핍황i-인가닫

檢rH‘히1 .~ι아이: 한다. 여기 l춰 ;l t tll1 의 關係릎 止:쩨:히 뀐R끼￥히-기 위해서는 法

띠으로 I팎;It I버 익 關↑〉몫듭 公 j\;化힌 “샤戰써定”익 *땀*J'i經합9.) . 二l ↑l싱慶틸 jg-

察힐- 必、떨기- 있다. 때|際 l佛싼파 j'，J令 1쉰I’이 “休戰!찌'i£"윤 絲絲힐 熾l없은 1611페

參戰 l파l괴의 關係에서는 빼|際l剛감괴 이늪 參戰|패버j애 特別 l찌定의 絲結이나

↑It'll딩Ij [I인 委11: °11 의힌 것이 이니라 1950년 7원 7일의 安全1* 1않죄~J쥔會의 決i講

애 依據힌- 것으포 j젠! jqT(되 고 있디 8:J ) 그바고 大해→RI패피의 關係애서는 作戰

指J!f!↑짧移짧公 i없애 의해 “休戰|찌定”블 絲制힌 備빠이 作l戰指핸權속이 11 1꾀含되

아 移鍵된 것으보 보이-이: 힐- 것이다‘ 1떠 →作戰指彈權 속에 “休戰|찌定”을

쐐**"[힐 權l뻐이 包含되 이 있지 않다 해도 이는 大韓야國l괴- 國際l佛잠행 i i]令官

파의 關係이 Ttl， I뼈l際 l佛合괴 ~t~페 )LX {짧 빛 中꽉과의 關係에서는 그 效力을

디룹 수 없는 잣이다. 뿐만 아니라 행IiJ令젠은 • ·般 l뼈 |際法애 의해 直接

車事에 관한 條約을 絲絲·할 權|빠이 Jj武멧되어 있기 때분에84 ) 國際聊合짧퍼

令’힌이 韓I뼈뚫을 위한 “休戰|찌定”을 聯結한 것은 北韓政權 및 中共파의 關

係에서 다풀 수 없는 것이다 85)

이와 같이 國|際聊잠 安全保l웰뺑띨會의 I밟II뺑 l佛合軍司令없設置決讓 및 國l際

릎t: 83)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42, pp.183-84.

84) Supra note 74.

85) 萬 - 大l陣ft;國피 의 판기l에서 園I際 Jr~~1양짧司令흠이 “↑木戰1꺼j定”을 網結혈 權l뼈

이 없고 16個 參戰國파의 판 711에서밴 그것이 있는 것으보 판다면 따힘폐軍

의 뼈t對↑ r짧의 {판 I I:. 뜰 說 1 1f] 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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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軍司令官에의 “作戰指揮權移讓公輪”에 의해 “軍事的인 ↑則面”에서 南-北間

의 關係는 國際聯合과 北韓政權 및 中共이 그 法的 主體로 되어 있는 것

이다. 그렇다고 大韓民國軍이 國際聯合軍이 되는 것도 아니며， 또 大韓民國

이 北韓政權 및 中共과의 關係에서 “休戰協定”의 法的 當事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86 ) 休戰會談間 大韓民國이 當事者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兩測代表의

確認이 있었다 87) 그러나 이는 軍事的 {則面에서 본 것이며，政治的 ↑則面에서

는 물론 大韓民國은 法的 當事者인 것이다.

註 86 ) 國際聯合軍司令官의 暑名에는 大韓民國을 위한 顯名이 없으며 大韓民國은

“休戰協定”에 反對했다는 點을 高麗할 때 大韓民國은 “休戰協定”의 法的

當事者가 될 수 없다. 또 大韓民國代表가 軍事停戰委員의 委員으로 任命되

어 왔으나 이는 國際聯合軍司令官이 暑名한 “f木戰協定”의 規定(제20항)에

의해 國際聯合軍司令官이 任命한 것이며 “{木戰協定”의 直接規定으로 委員이

되어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國際聯合軍司令官이 美軍을 委員으로 任命한다

고 해서 美軍이 “休戰協定”의 當事者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으로 韓國代表가 任命되어 왔다는 事實을 가지고 大

韓民國이 “休戰協定”의 當事者이라는 見解는 法的으로 不當하다. 그러나 後

述하는 바와 같이 “休戰協定”을 떠나 政治 問題에 관해 大韓民國은 法的

當事者인 것이다.

87) Conference at Panmunjom on Armistice Proposal/7, 12, July 1953,

pp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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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행I際聯合軍搬l吹時

그에 대한

提起되는

對策方案

諸間題와

1. 休戰協定의 當事者

가. 提起되는 間題뾰

l뾰 #랩國 I際 I佛삼펙i 이 }뼈收하거l 펠 강우 지1 일 띤저 問웹-되는 것은 “休戰 l찌

定”의 當事者 oJ] 관한 것이디. 즉 l때 |際Jf#\令軍이 搬JI:Jc되 게 되띤 “休戰뼈5.E"은

당연히 效)J읍 팽失허-느냐의 f펌떠기 꿨/갤된디

JlIj :1£헌 J::l l - 와 같이 “休戰1찌필”의 -方’웹-탑者는 꽤際Jmf， J}이 jl 地方‘뿔’휩·윈-는

~피띠It :il]- ':11:Jt 이 다. “休戰|까定”의 」→H뽑 1'， l'r 인 I뼈 |傑 l佛合떼1. ji]令 '(\’은 “休戰|꺼:iE"

으l 絲i *"rlf械권· 즉 l패 |쨌 l佛삼의 4쨌關 이 I이 “休戰|찌치-r "의 JS휩 」훤원 든뜸 #0 1\ ↑%뛰·기

아니디1) 띠피서 1패 |際 l佛싼JF 피깐r l'HS가 1떤얘싼 . t뼈 JI:Jc도1 이 .s=. l폐 |際 Jlijf，유이 ← · 1i합’팎

ε¥to쿄 s:l 이 있는 “↑木빠|씨5l"의 效 )J if總애 는 파떠으보 이JF런 영팽:을 밴지

。]-니힌다. 즉 “休戰씨ι싸”븐 ]대j 效)J을 갓-는다 2 )

_~l 바 나 |펴|際~ijf.싼 i나令관IS기- fun￥i，l . Jf&JI:5c펀 강 우 關係J힘3- 밥휩외- j폐 ~t 4파의 제益

)블 iill딩 ~연 히- 기 위 해 必i핏하니 vI !L)[ if비i.J으 5i~는 “休戰 I£}) 5:£"의 l짧; 과\. f1- 으l 代;합칠

」영慮히l 판 수 있다. 즉 必빛‘하디밴 ← - }j當팎쉬「기- I행/I際聯合이 jl. fIt\方랩과 4취·

기 :It 따 . rl' Jt 인 “休戰|찌A::"의 랩-핀춰판 세갚운 當팎쥐·로 交替할 수 있다.

급 t 1) D. W. Bowe tt:, United Nations FOl'ces(New York: Praeger, 1964) , pp.

94-95, 178.

L. M. Goodrich, KOl'ea:A Study PI'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147.

2) Myung Ki Kim. “ Legal Character of the United Nations Cormnand

m Korea, " The Korean Year book 시‘ International Law, Vol. IT , 1986,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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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結局 새로운 當事者間에 “休戰協定”에 規定되어 있는 內容과 同}한

內容의 合意를 別途로 하는 것이다. 條約의 內容은 그것이 행行法(ju

cogens) 에 反하지 않는한 當事者가 任意로 定할 수 있는 것이므로3) 現行

“休戰協定”과 同一한 內容의 合意를 하는 것은 새로운 當事者의 合意로 可

能하며 “休戰協定”의 現 當事者언 國際聯合과 北韓 · 中共의 同意를 要하는

것은 꺼論 아니다 4) 따라서 새로운 當事者의 合意만으로 現行 “休戰協定”

의 效力을 그대로 引受할 수 있을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休戰協定”은 同協定의 現實에 의하여 軍事停戰委員會(Mili tary

Armi sti ce Commission)가 運營되고 있으며，5) 軍事停戰委員會는 10名의 高級

將校로 構成되며 그중 5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f王命하며 다른 5名은

北韓軍最高司令官과 中央A民志願軍司令官이 共同으로 任命한다 6 )

따라서 새로운 當事者가 (i) 現行 軍事停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을 그대

로 引受하려면 國際聯合軍總司令官과 北韓軍最高司令官·中共A民志願軍司令官

의 同意를 要·하며， 또 ( ii ) 現行 軍事停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을 變更하

여 引受하려 해도 이들의 同意를 要한다. 한편 ( iii) 國際聯合軍司令官과

北韓軍最高司令官·中共A民志願軍司令官의 任命에 의해 構成된 現行 軍事停

戰委員會의 運營을 國際聯合과 北韓·中共間에 그대로 維持하면서 새로운

當事者間에 새로운 軍事停戰委員會를 構成·運營하는 것이 理論上可能할 것

註 3) 1966년의 “條約法에 관한 Vienna 協約” 제53조

1. Brownlie, Prineψ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Ind ed. (Oxford:

Clarendon, 1973), pp.599-600.

H. Kelsen, Prineψles of International Law , Ind ed. (New York:Holt,

1967), pp .481- 82.

C. Parry, “ The La w of Treaties, " in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 M. Sorensen(London:Macmillan, 1968), pp.20l-202.

4) 國際聯合과 北韓 · 中共의 同意는 同休戰協定을 廢止하는 경우에 限한다.

5) “休戰協定” 제 19항 내지 제39항

6) “休戰協定” 제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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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나， (i) 2띤-으5c;'_ Jf!.J¥·1핑戰委 J4會가 述짧되는 것은 생寶t이으i~_ 不可能훈l

!얀만 아니파 ( ii ) 太파체l팽| 은 때|際 ~ijr.1↑니f總 l{j令디' on 게 1t戰」암j행↑짧을 移鍵하

였으므보 l패I쩔 If&.合 tl1. 總 r:;J令 l파 의 !꽉딩Ij投뺨 피];1쉽: 없이 눈 새호운 /녁f 뿜-‘↑환戰委

t4會룹 쇄PiX: • )盧營현 수 없다. 또힌 ( iii) 休戰l써定”의 쇄定애 의하여 많훤

行j앉 빚 :야j齊믿탑業의 i'Jt行에 때힘係1:1 는 A 1(( 以外애는 파뽑停戰委 H會의 *~:싱”

한 폐: r니 뜰 언지 않고는 어떠한 파A이니- l.\~ II쉬 A을 不없j하고 非武裝地帶에

룹이길 수 없으므로 7 ) 새보운 H1판停剛꽂댐햄의 位찮룹 第3 1패 의 ilMJl11: 이 니

公 ifJιl二으보 젠히지 않는 한1- 새띄운 다〔휩↑판5戰깅~ 1콰會의 J!g營은 ;↑;←ilJ‘能히-다.

양잉:컨대 새보운 當.i./과;꺼-애 의히‘여 現1f" “休i뼈|찌定”의 效力을 維}괜히-러띤

“休戰|찌定”의 i:t [I~ 當펄원로 댔示되어 있는 때l際 If&.잠파 北짜 . '1-1 여" 의 合‘엽:

로 {木戰|꺼定”읍 )짧 Ij-.하든기→ !:E는 :'T 네 문L 찌-續시키뜬 간애 이뜰의 同효틀

펠힌다.

나- 間題펴에 대한 對策方案

“休戰|찌定”의 →←·方當事者는 I뼈I~쩔法上 法A格:원· 인 댐|際l佛合이 고 國l際聊合의

機關인 |행I I際 11M.合車다j令꽉IS가 아니다. 띠라사 國I際聊合의 t밍j짜은 條約인 “休戰

l짜定”의 JJ當’떻者의 11￥ j따또 “休戰|찌定”은 그 效力을 喪失하지만 l행l際Ifi뼈合

짧퍼令감IS의 澈J/X . f~￥體는 “休戰 l찌iE”의 效‘ JJ 1'::1 體에 대해서는 이-부런 영향

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서 檢討·힌 비와 잔이 國際聯合軍늄]令표IS의 재￥體 · 澈J/X로 “休

戰|찌定”의 當事者·의 代替71- i'=.t:的으로 要求되는 것은 아니 다. 만일 “休戰 l쩌

定”의 當事者의 交흡가 政治的으로 必、몇허-다떤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 i ) “休戰|값定”의 現當事者에 의 한 “休戰|값定”의 廢 11·. 와 ( ii ) 새로운 當

事者애 의한 合意가 이푸어져야 한다.

둔0) “샤빼쩨定" ~118 헝 ， 제9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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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休戰協定의 廢止 方案

“休戰協定”의 當事者를 代替하기 위해서는 먼저 “休戰協定”을 廢止해야

한다. 불론 平和條約을 체결하여 “休戰協定”을 廢棄하는 것은 여기서 除外

된다. 왜냐하면 “休戰協定”의 當事者의 代替는 現行 休戰體뽑IJ를 그대로 維

持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現行 “休戰協定”을 廢止하는 方案은 다음의 4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 一方은 國際聯合， 他方은 北韓 · 中共으로 하는 共I司宣言이나 協定을

縮結하는 方案

( ii ) 國際聯合 安全保障理事會의 決意와 北韓 · 中共의 共同宣言을 하는

方案

( iii) 一方을 16個 參加國과 大韓民國， 他方을 北韓과 中共으로 하는 共

同宣름을 하는 方案.

(iv) 1954년의 Geneva會議의 參加國에 이 한 共同宣言을 하는 方案

以上의 4方案中 ( i )의 方案이 考慮될 수 있는 根據는 이들이 現 “休戰

協定”의 當事者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8) (ii) 의 方案을 據想、해 보는 것은

國際聯合軍司令部는 1950년 7월 7일의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9) 의해 創設

된 것이고 國際聯合軍司令部가 “休戰協定”을 練結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

것도 同 決議에 根據한 것이므로 安全保障理事會는 同 決議를 澈며하는 決

議를 採擇하여 北韓 · 中共과 共同으로 “休戰協定”을 廢止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 iii) 의 方案을 參配하여 하는 것은 國際聯合軍司令部의 法的 存在를 不

定할 때 韓國動옮L을 16個쫓軍國과 北韓 · 中共間의 l調爭으로 보게되며， 16個

註 8) 法的으로는 이들이 “休戰協定”의 當事者임을 줌認할 수 없다.

9) S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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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꾀i l쐐 피 大띠~ J치 l때 이 “休戰 Ihh定”의 →}J'립·펄천-파고 판 수도 있기 띠!분이디.

( iv) 의 Jj來: 이 檢討되아야 하는 밸l꾀는 1953년 8원 28일의 |패|際l剛잠 總會

으l 決議애 10 ) 의헤 이뜯이 llil~t國 의 政펴 ItO )핍의 當事者포 읍점5£퍼었기 때갚-이

디.

위 의 浦 fj案 III (i) 의 )j茶 이 폐}믿따 이 고 實 J'J'! ↑生 이 높은 方案이 다.

( ii )의 )j案은 잦全保|웰맹.事·會에서 j펴 大 |패 의 1'1'1 딴權애 의<511 mod:될 n매f能↑

이 많으펴， (iii) 의 方案은 이늘 全部의 f￥치3:를 언기 야펴우 므또 實꽤띠.能

'Itl~ 이 낮다.

(2) 새보푼 當事춰의 -~定方져S

“↑木戰|찌定”의 챔’편츄;의 代替닫 위해샤는 벤저 “休戰|찌定”윌~ )發 J I→. 히. ~il ， ::L

뒤 에 새포운 쉽승¥-춰가 JJ'!行 “休l뼈|까짚”의 |셔잡피 "'J. 한 i*J 잔의 ↑木戰|찌定

이1 1↑참릎 히} 이 한다.

“休뼈!찌定”의 效:JJ윤 끼f'(繼펴 는 새 ji운- ’펴낸i츄;- 으] j@핑 )j菜으딛 다음의 세

기자가 팡}휩띈 수 있디.

( i니) ‘ j方j윤 太’씨싸}h씨꾀t씨파0샤，\，I;괴\;I!꽤꽤폐I. f他也)方j E닫" ;1까北t디띠;ν끼페iIi폐Itt

(“i“i )--)-j ，(j윤F 太 4파\I파l따\~ t괴G비l꽤폐 ‘ 꽃1國폐펴폐I - l니I:不4: ， fιIj 윤 :Itj:ii'lt ‘ II'jt으꾀 하 는 )j案

( jii) 方윤 太꾀l치 |패 · 美|꽤 . If 4:, 뻐)J윌 北1패 냐1꽉 • 蘇JfMi으꾀 하는 jj

家

以 1-.의 3)j 業III (i) 의 方갖이 우간1 ll-)(씨:가- tit:講힌→ 不1 1ft갖 l“ )E애 fr↑형k필

뿐 이-니 라 7 . 4 1'씨니t jlli~J 빨 I1)J 애 4삿‘지;텐 “ 1'/ j'. 1'10 ‘~t - - _ · 써01JJ" 에 노 앙當하다. 그

리고 ( i) ( ii i) 의 )j案:은- 外평핀 뺑人하는 것이 ]~ 5j~~ i!장次의 1~1 초'.tJ상 써t~ -올

i디 펀 떤- 뿐만 아니마 이지서 ( ii )의 方案윌R 考慮히는 것은 前:1£한 1과91· 김-

ril lO ) GA/711(V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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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國際聯合(現實的으로는 美國)과 中共의 同意에 의한 現行 “休戰協定”의

廢止없이는 새로운 協定을 練結할 수 없다는 制約을 解消시킬 수 있는 方

案으로 考慮되기 때문이다. 또 ( iii) 의 方案에서 蘇聯을 當事者로 據定해

보는 것은 1953년 8월 23일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는11) 韓國의 政治問

題의 解決當事者로 蘇聯을 想定했고， 또 實際로 1954년 Geneva會議에서 蘇

聯이 參席했기 때문이다 12 ) 要컨데 ( i )의 方案은 理想的이긴 하나 實現性

이 적으며， (ii) ( iii) 의 方案은 實現性은 높으나 우리의 自主統-을 j且害

하기 쉽다.

2. 休戰協定의 施行機關

가. 提起되는 問題멍

一般的으로 “條約의 當事者”， “條約의 練結權者”， “條杓의 施行機關”은 區

別된다. “條約의 當事者”는 法A格者라는 점에서 法A格者·의 機關에 불과한

“條約의 線結權者”와 “條約의 施行機關”과 區別된다. “條約의 線結權者”와

“條約의 施行機關”은 法A格者가 아니라 機關에 不過하다는 점에서 同-하

나， 前者는 “條約의 定立機關”인데 반해 後者는 定立된 條約의 內容을 具

體化하는 條約內의 “條杓의 適用機關”이란 점에서 兩者는 區別된다.

“休戰協定”의 當事者는 →方이 國際聯合이고 他方이 北韓과 中共이며， “休

戰協定”의 縮結權者는 -方이 國際聯合軍司令官이고 他方이 北韓軍最高司令官

과 中共A民志願軍司令官이다. 그리고 “休戰協定”의 施行機關은 “休戰協定”上

註 1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88

12) 蘇聯은 10名의 代表가 參席했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X V I , The

Geneva Coηference(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81), p.1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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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j 이 |때際 11~r.삼 ~flf. 갑j令꾀' O ] jL 他H O ] ~t*y펴J.1파 |람 F너令낀. il] 냐I e!자A l~忘때빨 l꾀令

낀’이 l다， 이 이외애 “펀휩停戰委밥會(Mili tary Armistice Commission)와 “냐]

j'LI或]I，땀찌委꾀會"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ion)기 있다 13 )

條%의 랩」땀者의 j애 i따은 條¥'.J으] 1냄 j냈 Hi( 때 이 되나，14) 條杓絲/센샤센者의 1Wi，냈

은- 條杓의 i냄減 Jjj( IE!이 되지 않는디 그바 jL 條원J의 Uti行機關의 j댐滅은 1~

*상의 當’然힌 1)￥ i때 JJj( 떼 이 되지 아니히며 또 條원當事者·는 그의 t뻐行機關의

j셈泌을 理EE ~i.. 條約의 屬行-을 t~i·if~할 수 없다.

따라서 “休戰l찌定”의 ←→ }j當띨者인 l때l際 l佛合의 同|짜5£ Min-機關 인 國II際 l佛

잠때?꾀令빠가 따파|밟I I際 11뼈갑i며i익 }散Jlx토 때\體 . 1냉減뇌 게 된 장우 “休l따|까定”

은 屬行힐 수 없게 펀다. 그리므로 이애 대한 對佈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나. 問題에 대한 對策方案

條約의 縮結權者의 t댐減을 條씬J으1 效 )J 이l 아무런 영향을 )]]치지 않으나

條約의 施行機關의 1)￥ j파은 條約의 實t(ti 力 -을 喪失시키고 만다. 따라서 條約

의 Eli行機關의 j냄滅은 :Jtlj束力 이 있는 條約이라도 形式上 效力은 있으나 實

l젤上 效力은 면훌失되는 것으로 된다.

“休戰|쩌定”의 ·方當事者인 國際聯合의 ;施行機關인 國I際聯合짧司令꼼IS가 l註

韓美軍의 4散收로 解體 • 消滅펠 경우 그애 代替하여 國際聯合寅 Nj令官의 權

|뻐을 行使할 機關이 있아야 한다. 따리서 國際聯合鎭司令홉IS의 解體 • 패滅의

註 13) “休戰1찌定” 제 19항 및 제36 형 이히.

14) G. v. Glahn , Law Among Nations(New York: Macmillan, 1976) p.450.

Lord McNair , The Law 0/ Treaties(Oxford: Clarendon , 1961), p.518.
D.P. 0 ’Connel, International Law , Vol. 1, 2nd ed. (London :Stevens,

1970) , p.268
Harvard Research, Art , 33(b)

…72-



경우 前述한 “休戰協定”의 當事者의 代替가 任意的인 것과 달리 “休戰協

定”의 施行機關의 代替는 必須的언 것이다.

“休戰協定”의 }→方當事者의 代替는 前述한 바와 같이 他方當事者의 同意

를 要하나， “休戰協定”의 一方 施行機關의 代替는 他方當事者의 同意를 要

치 않는다. 즉 國際聯合軍司令部의 代替는 北韓과 中共의 同意없이 國際聯

合의 -方的 惜置로 可能하다.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設置된 것은 1950년 7월 7일의 安全保障理事會의 統

合軍司令部의 設置決議에 15 ) 의한 것이며， 그 機關擔當者인 國際聯合軍司令官

의 任命을 美國에 委任하는 同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와 이에 대한 美國의

受諾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6 ) 그러므로 國際聯合軍司令部를 다른 機關으로

代替하는 것은 國際聯合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를 要하며 또 그 機關擔當者

인 國際聯合軍司令官을 다른 機關擔當者로 代替하기 위해서는 安全保障理事

會의 決議와 美國의 受諾이 要求된다. 統合軍司令官의 任命을 委任받은 美

國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해임을 美軍單獨으로 할 수 았으나 國際聯合軍司

令部를 다른 機關으로 代替할 權限은 없다.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設置는 安

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17 ) 따라서 “休戰協定”의 一方

施行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部와 그 擔當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官을 다른 機

關으로 代替하기 위해서는 “休戰協定”의 他方當事者인 北韓과 中共의 同意

는 要치 않으나，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와 이에 대한 美國의 受諾이 있어

야 한다. 그리고 美國單獨으로는 그러한 惜置를 할 權限은 없다.

註 15) S /1588

16)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1, p.120
17)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 의해 設置된 것이며， 이는 美

國의 同決議에 대한 受諾과 關係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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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뻐行機關의 代참fJ i'.t애 !빼한 }j짧

여기 “j떠T機關의 it첼)J앉” 이 란 “休戰|찌定 "J:의 施行機關올 “누기" 어떤

“方法”으로 代합혈 것이니의 方法애 판한 것이다. “누닉L코” 代참할 것이냐

의 처‘案은 뒤애 보기로 힌다.

“休戰l찌깥”의 lim行機關인 μ! I或II際l佛싼피令꼼IS룹 새로운 施行機關으로 ↑t替

하고 또 그 機關擔當'?i'인 現 l뼈 |際 JIijf.1} 1뀔 퍼令/탑을 새로운 機關網當’춰·로 代참

하는 方案은 다음 뚜가지가 考-慮펠 수 있다.

( i) CD 國際聯合安全保|함밸펄會기 |패際l佛싼電테令감 6뜰 때.體하고 l꽤際l佛合111.

퍼令‘핀-의 fE命을 美꽤에 委11: 한 서I.議둡 }故 l달l 하는 決議를 }짜擇히고， l8) @ 동

시에 강2{id쌍 |많뀐I!事‘會기 꽤|際 Jraf，잡j띤 다j令핍의 1-t替機關을- 設 i원 히 고， 또 그 代

替機關擔J랩춰~룹 ff: rfi'J 히 는 決: IT:輪룹 :J;iH뭘하는 方案.

( ii) CD I꾀際l佛싼安全保|않J렌편햄기. I폐 |際Jlij f， 유lfj:lij 令 쉰IS블 )qif t웹하고 l패|際l佛상軍

,ij "iγ|]- 으1 1h命 -달 美|패애 委11: 힌- ?R:議판 }펴lliI허는 內참의 ?X濤꽉 JaH않하고，

(2) I패 |際l剛合 總헬기. I꽤 |際Jrijf， 1↑illlij 令 fflS의 새 5~_운 代참機關을 ~i)t t합하고， 또 ::L

代참機關擔랩*껴·감 ff:命 히 는 決講쉰 J*↓뭘허-4:→ 方業 19 )

이상의 두 )j‘策 증 (j)약 )j훗븐 股찌 잦소保|많J'!I l벨會기 ~l~렵.한 패l際l剛

잠lji rlJ 令 하IS 둡 '!Z..소 f싸 l웬:fHl펌會 I~I 싸 이 代참히는 ~IJ쌓‘ 이 p 띤 기정- J괜샘的 인

;H‘ 18) I패 |뺑JI~r. 介 꺼1: liJ 令 ifll 의 119: I피 시 갖1-: 1싸 Ii쉰 m\괜 會 의 싸:다행이，] 1:« 據 힌 것이므쿄

(S /1588, para. 3.) 잦f싸|싼 :BI!.범햄의 iXij，짧애 의해서만 |패|際 JIM;1} 'I~: liJ令%는

때爛띈 수 있 _'iI ， 또 i때 |際 j佛유파 폐令ι(\’으1 1[:(;(;-노 갔.'101:싸 |젠 ;f!1! 웹會으] iλ禮이l

의히l 아는 니한 擔’람*i· jlL 代;양원 수 있디

19) 갖: 101꽁 l‘한l빙 면會의 새보 -s_- ykH행도 l패際 lr~r.介괴i’ i 시令싸7]· I~f(， 1m:원 후에는 이 ι1 힌

↑vi.뻐윈- 깃암은 김콘이디 1975년 An :3치 l때l뺑)1#싼 總會는 스스로 國際 )1~r. 1↑

짧 l니 令 까II 의 꺼셔뽑룹 決: n義히 .:-<] 핏 하~Jl 이판 ?때 f서· 하는 決:講(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Eesolution 3390BCXXX) , November 18, 19'75)를 짜

擇한 잣은 總짝가 갖.':，lH!t!: 1핸 j낀1펌템으] i자짧에 의해 設i합된 |패 l際l剛싹다r. ii] 令11/1

판 짜↑엠}힌 ↑1li ~M 이 없음→윈- 짧:펌힌 갓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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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代替機關과 그 機關擔當者를 安全保障理

事會가 任命하는데 관해서 美國과 大韓民國이 願하는 바를 蘇聯과 中共이

反對할 수 있흐므로 그 實現性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安全保障理

20)
事會의 決議에는 常任理事國의 指否權이 作用하므로 常任理事國인 蘇聯과

中共의 同意없이는 美國에 의해 提案될 國際聯合軍司令部와 그 機關擔當者

인 國際聯合軍司令官의 代替案은 實現될 수 없다.

( ii )의 方案은 理想、的인 것은 아니나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에 關한

安全保障理事會의 常任理事國인 蘇聯과 中共이 反對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의 實現性은 높은 것이며 또 새로운 代替機關의 設置와 그 機關擔當者의

任命은 總會에서 하므로 美國과 大韓民國이 願하는 案에 대해 蘇聯과 中共

의 f巨否權을 行使할 機會를 排除할 수 있으므로 (i)에 比해 ( ii )가 훨씬

그 實現性이 높다고 하겠다.

(2) 새로운 施行機關의 選定 方案

여기 새로운 施行機關의 選定 方案이란 現行 “休戰協定”의 施行機關을

“누구로” 代替할 것이냐에 관한 方法을 말한다.

國際聯合軍司令部를 代替하는 새로운 施行機關의 構成方案으로 다음과 같

은 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 “韓美聯合司令部”가 國際聯合軍司令部를 代替하는 方案.

( ii ) “韓國軍司令部”가 國際聯合軍司令部를 代替하는 方案.

( iii) “國際平和維持軍司令部”가 國際聯合軍司令部를 代替하는 方案.

위의 세가지 方案 중 (i)의 方案은 美國이 企圖하는 方案이고 또 現在

의 南↑則의 實質的인 防衛擔當者를 現實化한 것으로 韓半島의 安保體밟I]에 變

註 2이 國際聯合憲章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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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깨윤 주는 짓이 이니~.~:!.- ir~ 기-정- 뻐寶 (:1얀인 方業이나， 이는 美l맺l 이 表l효l 化되

기 때갚 에 |폐|際 11#유 꽃소保|웬꾀1\1람會애서 麻l佛괴 ~P ott;의 贊J:IX;을 열기 어떠올

것이고 또 總會에샤 多數I패家의 k;싹닫 받기 어펴울 것이므토 그 t賣쩌性은

희 Hj- 한 것으꾀 본다.

( ii )의 方젖잊은 결~~~ 美야f 의 }散 Jlx둡- 義 I!'R 허-므호 l麻半닭의 安保體iIJIJ애 큰

變化뜰 주n] 太펴}(; I뼈 으l 갔↑짜쉽 fg Yf:l홉까n 하는 것이나 |패l際 11#잠 總會나 安

소保|핸댐훤·會에서 쉽게 支쇄:룹 얻을 수 있는 Jj案으호 분다.

( iii) 의 方案은 l펴半셈 의 1z:{싸 it뿜샘Ij를 l패 |際聯合과의 繼續Ii인인 關係에서 *iE

}훈힌- 수 있고 또 共 l꿇 ↑ttlJ 의 |꾀쉽、뜰 염가애도 위 (i)의 方茶보다 比빡 [I성

장易한 것이므로 그 實쐐까I:판 l lJ 5d.적 높다 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다

뜬 ↑젖쩨f힌← 삼~t짧j윌로 씨tI때의 '1d:굉와 統--- Iii]題흘 얽매이가l 힘 뿐 아니라 정

치의 우리틀의 l~1 主써C←·애 판 빼둥한要lEI이 펠 젓이라는 것낸點을 갖고 있다.

3. 作戰指揮權의 遭收

가. 提起되는 間題펴

.Itt韓|패國|際빠잡 i판이 微Jlx허가l 될 강우 짧起되는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핀

은 國軍에 대힌 作戰}답揮權의 週收이다. 大韓民國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갖고 있는 國際聯合軍. 테令힘이 國際聯合 f갑 퍼I令꼼15 의 搬收 · 解體로 法的으로나

史寶上으효나 存續‘하지 않게펠 경우 :~L에 게 行使하도록 權l없이 부여되이 있

는 國單에 대한 作戰指揮權은 아떻게 되느니:기 問題된다.

여 기 서 明 l낀 히 헤 이: 힐 접 은 “權利로서 의 作戰指揮權”괴- “權限으로서 의

作戰指揮權”익 區別이디 權利의 主#뽑는 法:A.格者”이고， 權~~의 主體는 法A

格者 자선이 아니라 그의 “機關”인 것이r:]-. 그러므로 國軍에 대한 作戰指

揮權 중에서 “權利쿄서의 作戰指f댄깨Ii"은 法A格者언 “國l際l佛싼”에게 移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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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權限으로서의 作戰指揮權”은 “國際聯合軍司令官”에게 移轉된 것이다.

國際聯合軍이 #散收하게 될 경우 提起되는 問題퍼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 行

使하도록 되어 있는 “權限으로서의 作戰指揮權”에 관한 것이며， 國際聯合에

게 歸屬되어 있는 “權利로서의 作戰指揮權”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두개의 問題가 제기된다· (i) 그 하나는 作戰指揮權을

어느 機關이 還收해야 하느냐의 問題이고， (ii) 다른 하나는 還收할 경우

“休戰協定”의 效力이 大韓民國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이다.

(1) 作戰指揮權의 還收機關問題

1950년 7월 15일 作戰指揮權移讓公輪에 의하여 大韓民國은 國際聯合에게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하고 그 權限을 國際聯合軍司令官이 行使하

도록 하였으므로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解體·澈收되기 전에 國際聯合은 그에

게 歸屬된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還元하는 惜置를 取하여야 한다.

1950년의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當事者 즉， 條杓의 當事者는 -方이 大韓

民國이고 他方은 國際聯合이며， 그 縮結權者는 一方은 大統領이고 他方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다. 따라서 法A格者인 國際聯合이 i핍滅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解體 消滅되어도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效力은 當然히 消滅되는 것이 아니다 21) 그러나 條約인 同 公輪의 雙方當

註 21) 條約의 -方當事者의 法A格의 喪失， 즉 消滅은 當該條杓의 j펌滅原因이 되

나(Iρrd McNair, op. cit., supra note 14, p. 518: J. G. Starke, In

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 (Iρndon : Butterwortys, 1984),

450; G. H. Hackworth, α'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V(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43), p.297) , 機關의 소멸

은 條約의 消滅原因이 되지 않는다. 國家의 경우 그의 機關인 政府의 消

滅은 國家의 權利 · 義務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며， 新政府의 承認으로

國家의 權利 - 義務는 그대로 存續힌다(Ti -Ching Chen, The International

Law of Recognition (lρndon:Stevens ， 1951),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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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판쉬-가 .JJ 으1 till行機關 -원 國 l際柳유'tfL I꾀令 'f피-으5~ 指iE했으王I 보 l때 |際 l佛合셋 꾀

令관1\ 의 i애i냈은 I피 公爛의 h띠行을 不 I'IJ能하게 힌디커2) 따라서 -方當휩-者인

l폐l際 l佛싼이 |폐|際 l佛合 JM 다l令핍으J 11~戰」암}댄의 權 I싸에 판해 아떠 힌 機關애 이

릎 헬收시커는 해f ~휩l 뜯 ~~해이→ 히는 HJJ 짧펴γ1- 1.是It닙된디

에기사 論하는 것은 따파國|縣l佛싼더1이 微Jlk히는- 경우 애 관힌 것이며’ ‘폐

l핸美파이 J故Jlk하는 정 ? 에 관한 것은 이-니디. 二u'l 나 이에 판해서또 고얀1

해 liL 띤 Ili]ili한 따외 감이 美111.피 의 關係에서 -)(때t t치l패I쾌파에 대 한 作戰指

싸II:↑짧읍 1954띤 11월 17일 의 “싸美삼찮議방錄”의 );와~애 ↑Ii.한 |핵l際 Irijf.合월司

令官이 行↑햇히-꼬팍 되아 있다. 따라서 美파이 澈JI文해도 |或JI際 11M.合파피j令삼1\가

wron펠 ·M減히 지 않는 |뻐 作戰해씨f쩨의 *多뺑빔1성녕는 }삶/넬 :£1 지 않는다.

“파美合J쉽:議벌錄”은 “때l際l佛介'tli j 서令 1)= 1ν1- ~人: 4따야 |때의 |까衛둡 위 히 여 ←합H:을

:f'4.:J1홉히 는 농?1- 大!패t.[녕 l패 w~펴에 니l 한 作戰4암4파쩨;을 |펴|際l佛잡파피令'F~이 :fj'↑핏

힌다 고 시Ui: 파 어 있으브로 l폐 |際Imf. 1↑ 'tIL j 냐 令 I~ IS가 微Jlk • ¥l~減히-지 않는 l없 美

'qL 이 }故 Jlk히] .\=- 끼，1빼해까It↑센의 移l댐 l’ lJ J꾀는- 파|’에으갚 發生히지 않는다. 그균1 나

政바띠으과 ~'t lj:이 11썼 Jlk히 I낀 사 핏 l꽤 0 1 λ~j:d，~t녕 l행 피 의 關係에서 作빼4뷰페械올

_: L 디b~ 1패 |際 l剛싼 'IF I 녀 상、 T'r 0 J ↑j‘使히도꽉 힌 必、폈는 없윌- 것이다 I이라서 美

파의 搬Jlk익 성 우 도 l때'ilL 에 대 한 끼:~따암씨f쩨|바상덩는 ]LX ¥t)的으쿄 A'\떠d( [헬l 고1-

핏 j或J IHJ 애 -lX A'닐 ~':1 가l 펀디.

(2) 作뺑헤폐t빠합JI5cU ~)' 太싸\[( 1폐이l 디l 힌 休戰l까:k의 效力 IW ~퍼

이)I] 위예사 /J)쨌히l 관 디]-외 깐이 太，;따 [( I꽤은- “休l따|찌찌”의 i1; 1'1인 ’펴렐i‘춰·

는 아니 다.' L 이 나 人‘ Iji싸 1( 1폐|패 IlL 끈 l꽤 |際IWf.유파 iiJ 令끼’ 이 j띠↑'J: i幾 댐해으로 되 이

,U,22) 條 *1;) 의 Jr-월行不 #E 은 .:L 1~ *'0 억 ilti 減 끼( 1*/ 이 뭔디(].G. Starke, op. cit. ,

써fpl‘a note 21, pAS l. c. parry, op. cit. , sup'’α note 3, p.230). 위 의

정 ? 는 ‘ }j’，111;’li 1'j- 으 1 )퍼 iF:있 ; r 펌 Itl <'>l1 의 힌 條센J의 Iii!↑i不꺼E약 한 강우 이

.''-5/ 4:來 ~' l )짧付끼、fJ~이 이-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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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을 통해 “休戰協定”의 效力을 받고 있다. 만일

作戰指揮權이 國際聯合으로 부터 大韓民國에 還收되어 國軍에 대한 作戰指

揮權을 國際聯合軍司令官이 行使하지 못하고 國軍司令官이 行使하게 될 때

“休戰協定”의 效力은 國軍에 대해서 즉 大韓民國에 대해서 미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韓半島의 現 休戰體制는 法的으로 維持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國軍에 대해 “休戰協定”의 效力이 間接的으로 미치고 있는 韓半

島의 現 休戰體밟Ij는 維持할 수 없게 된다는 重大한 問題가 提起되게 된

다. 물론 이 문제는 國際聯合軍이 澈收하면서 “休戰協定”의 當事者와 그

施行機關을 交替하는 惜置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며， “休戰協

定”의 當事者를 大韓民國으로 또는 그 施行機關을 大韓民國軍司令官으로 代

替한 경우에는 提起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나. 問題면에 關한 對策方案

(1) 作戰指揮權의 還收機關에 대한 方案

大韓民國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의 權限을 가진 國際聯合軍司令官이 國際

聯合軍의 澈收·解體로 消滅되게 될 경우에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에 관

해 어떠한 機關이 이를 還收하는 提置를 取하여야 한다.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當事者인 大韓民國과 國際聯合이 同 公輪이 拖行

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部(官)의 解體 · 消滅로 인한 作戰指揮權의 行使不能에

관해 取할 수 있는 惜置로 다음과 같은 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 解體 · 消減되 는 國際聯合軍司令部(官) 의 作戰指揮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는 國際聯合의 代替機關을 指定하는 方案.

( ii ) 國際聯合에 歸屬되어 있는 作戰指揮權을 他者에게 移讓하는 方案.

이에는 @韓美聯合軍司令部(官)에게 移讓하는 方案과 @大韓民國에 移讓하는

方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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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j)익 方業은 l꽤l쌍 l佛유애 歸屬되어 있는 作戰힘}퍼權이라는 “權利”의

移허‘Q方짜이 이-니라 |때|際 l佛싼파 i쇠 ι;γ|늠!’에게 과여되어 있는 作戰↓담揮權이라는

“↑앓|뻐”의 移讓Jj案이브로 熾제의 :=j펴웬 '{l [밟If!쩔柳合이 ←i方的으로 그 權利릎

行使헐 權l없이 있는 機關을 指짜훤- 수 있을 것 같으나 “作戰指揮權移짧公

輪”의 .-Ji~끓판者인 大빠H넌l꽤이 11三띠IJG :f암博械이라는 權利블 國|際JI&.介애 移짧하

떤시 그 權|뻐을 ↑T↑맛힌- 수 있는 機關을 I펴II際 l佛合軍듀j令‘딩’으보 l파숲한 것이

므로 國I際 J[ijt.1'r은 I퍼 公l빼의 當事쉽-인 大싸l~國l괴-의 合효없이 作戰4답揮의 ↑짧

i싸 ~플 行使힌- 機關을 f王 )댐;보 變R!‘」담定힐 수 없다. 그01브로 大l파많 I행이 願

허-지 않는 이 }j案은 大짜民|패의 l펴 ;합결 엠올 수 없으므로 實꽤性이 낫

다. 그라고 맹國際細잡軍다j令‘더의 f↑i戰}답J111의 ↑짧}없을 行使할 수 있는 國I際

聯잠의 Ji쩔i ←잉J 한 機關이 돋섭-實J → 없고 또 :L i.' l 한 새보운 機關을 흡않5월하는 것

도 事實J:. 不可能히므화 이는 寶現띠‘能'It!:이 거의 없는 方案이다.

위 ( ii )의 @의 方業은 행꺼Ji패美l佛f1'-핍司令官이 美軍 )1향星이므로 이는

겔국 美國에게 作戰指揮↑앓을 移찮없히는 것파 l듭J -히-므로 實質的으효 I패 |際 l佛

合單퍼令힘이 !障美얘6合:\힘:司令띤이므로 作戰指揮權의 移讓은 없는 것피 마찬

가지이다. 國I際聊合짧은 }散Jlt해도 봐l팝;美짧은 微收히-;<] 않으려떤 美國은 이

)J案을 選擇하려 힐 것이므로 이는 實現可能性이 높은 끼j案이 다. 그리나

作戰指揮權이 太輝民國에게 성훨it되 지 않는다는 點애서 問題가 있다.

위 ( ii )의 @의 方·案은 大韓l치 l뼈에가} 作l戰指揮權이 趙元펴는 것이며 또

健韓美軍의 繼續悔다E파 때l文되 는 것도 아니다. 즉 健韓美軍은 繼續 大韓民

國에 ‘뾰대조하띤서도 作戰指揮↑짧은 大i陣l치 國l에게 移讓할 수 있는 方案이다.

作戰指揮權의 趙Jlt는 띄主國防의 寶質化를 합味하며， 또 北韓에 대한 協商‘

能力을 提高하고 第3勢力을 포함한 國際聯合加뾰國에 대한 積極的인 外交力

量을 發揮1할 수 있는 ~盤읍 j뀔 f.Vt 한디 는 점에서 國際聯合軍의 解體 ‘ }散Jlt

H꽁 훤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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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論하는 것은 i뽑韓國際聯合軍이 激收하게 될 경우에 관한 것이며

餘韓美軍의 澈收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j뾰韓美軍이 澈收하게 되는 경우도

考察해 보면 大韓民國과 美國이 合意하여 “韓美合意議事錄”을 改正하여 國

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의 歸屬을 變更시키는 方案은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解

體 · 澈收하게 될 경우의 두번째 方案인 ( ii )와 同}하므로 여기 再次 그

說明을 않기로 한다.

(2) 作戰指揮權還收時 大韓民國에 대한 休戰協定의 效力에 대한 方案

國際聯合軍司令官의 作戰指揮의 權限을 國軍司令官이 還收하므로써 大韓民

國에 대한 “休戰協定”의 效力이 미치지 않게 되는 데 대한 對備策으로 다

음 두가지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하는 方案

( ii ) “休戰協定”의 屬行에 관해서는 國際聯合軍司令官이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계속 行使하도록 하는 -部還收의 方案

( i )의 方案은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方案으로 가장 理想、的인 方案이지만

이는 大韓民國의 安保에 重大한 威聲을 주므로 여기서 檢討의 對象에서 排

除하도록 한다.

( ii )의 方案은 作戰指揮權을 全部 還收하는 것이 아니란 ι런、에 서 理想的

인 方案이 아니다. 그러나 “休戰協定”의 效力을 間接的이나마 大韓民國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現實的으로 이 方案 밖에 없다. 결국 作戰指揮權의

全部還收는 平和協定을 체결하기 前까지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며 一

部還收만이 可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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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進統-으| 根據

가. 提起되는 問題/면

前:i&-한 비-외- 감이 |뼈際l佛合파의 파I때 l표'r:tL의 f王務는 北훼-의 武力的 攻협똥을

擊退시키는 것 i!]- 힘半땀에 서C ← → • J!l\U’'[ . I\; 二는 j않써:룹 ↑ti1立하는 네 있디 前

者의 f王務는 장全保|핸뭔11뿜·會의 決議에 23 ) 의히l 國際聯合軍에 부여된 것이며，

後者의 11:親는 總會의 決議에 24 ) 의해 I꽤 |際 Ifi뻐合펄에 부여펀 것이다. 園I際l佛

合電이 ~t파의 과'\， 7J 的 攻혐똥을 짧退힌- 수 있는 단務의 펀 l캡 l꺼 I없썩는 38總

또는 꽉i펌:分껴l쇄以i팎까지 이 며 ， 25) 統←- . 獨$1: . 民主 政떠:환 ↑파JI.힌- f王務의 ?E

11뇌的 |파싼논 펴半 l굽 ?안域이디.

國|際聯싼"fL듭]令"펀’이 l퍼파에 대 한 it戰해揮權을 行使할 權l없을 갖 jl 있는-

오늪의 !jk?兄에 서 ~jt 폐11i 이 武7J I:I}J 攻擊을 해 을 정 -9- )(파 j치國 I폐따은 |펴 I際

Ifijr. 잠1~r. 파 令낌’의 까;뼈IJU암4젠f 애 따라 ;It 꾀Jll.윤 醒;펴시전 수도 있고， 統一 · 獨1L:

• [\!;3:". 政fH‘ 으l •VI η;윤 위힌 l때際 II~H↑ 'qi 익 ~It :i昆에 參!ll↓ 힌 수노 있다:1.바

니 l폐修 l佛산 11L 이 }散 JI5i::뇌 jL I쐐 |際II~r.介너{ :(ij 令 ’(\" 의 作l빼쇄陣樞行↑뱃의 權l없이 大

l;싸 1，\; 1꽤 I成J 1¥ IiJ令‘다' °11 가l 週)(;펜 이후 ;It!펙 의 i'\， 7J I:I~ J-)(擊이 있는 강우에 |패잭f

은- ;Itja ，띤II 의 J)(뿔을 ;\8*j~ 또는 休戰써끼지 앨~:1굉시낄 수 있아 .'i:' ， !fJt - - · 獨

、1: • J치초 i&J짜의 에I v: 이 라 는 ↑f物핀 다허가 위해 38싸 또는 fA시때X싸 以;It의

it!))파에 I패 |際Jfijr. 1↑익 이 l김 꾀 ;It;:ft한 수 없게 넨디.

二 [ υ1 ~J 포 |팽n際 Jmr.상 'IF 9 1 f펴JI5i:: ~，←→ W4 純 δl 우 2-1 의 'jlI~'i. )J 익 ”이 1 L쉰 익 n] 하 는

ii123) S 11511 , S 11588
24) GA 137(i( v)

25)'11. 1'11條씬J 이 지1 싼 1시 시 진이r，'1 ~r1 1 면分!ff.)~J;1 이 ， :'1ι 1'11條폐이 5(11 낀 년 後이맨 ‘lι씨 l

{짧，t!-) 으1 )ι필애 l 다 ，' J 38;r.~;1 또γ- 퍼 'J \分*싸l 이 |따껴l쩨이 갚;1 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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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統-.獨立·民主 政府의 樹立을 위해 北進할 수

있는 根據를 喪失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重大한 問題를 提起시킨다. 그

러므로 北進統一의 根據를 계속해서 確保해 두는 對策方案이 요구된다.

나. 問題에 대한 對策方案

國際聯合軍이 激收되어 韓半島에 統一·獨立·民主 政府를 樹立할 國際聯

合軍의 任務가 終7 되 어 國際聯合軍司令官의 作戰指揮下에 大韓民國國軍이

統-.獨立·民主 政府의 樹立을 위해 北進할 수 있는 根據를 상실하게 되

는데 대한 對策方案은 다음과 같은 것을 考慮해 볼 수 있다.

(i) 첫째로 國際聯合軍이 全部澈收하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 澈收해도

一部가 名덤上 澈收하지 아니하고 象徵的으로 大韓民國에 남아 있는 方案.

( ii) 둘째로 國際聯合軍이 全部澈收해도 全部 解體되지 아니하고 一部가

韓國에26 ) 남아 있는 方案.

( i )의 方案이 統-. 獨立 · 民主 政府의 樹立이라는 任務의 i쫓行을 위해

合理的인 方案이지만， 一部澈收는 事實上 澈收라고 보기 어려우묘로 이

方案의 實現可能性은 극히 적다고 본다. (ii) 의 方案의 國際聯合軍이 韓國

으로 부터 完全 澈收하는 것이므로 國際聯合軍의 澈收를 주장하는 測의 욕

구를 만족시켜 주는 方案이므로 (i)의 方案에 비해 實現性이 높다고 본

다. 그러나 北韓의 再慢의 경우 즉각적으로 對處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위의 (i) (ii) 어느 方案도 國際聯合軍이 敵收될 경우 그 實現 可能性

은 적은 것이며， 理論的 · 理想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나 전혀 이

런 對策方案을 처음서 부터 포기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註 26 ) 예컨대， 日本 · 펼리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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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韓美聯合軍司令部의 改編

가‘ 提起되는 問題연

(1) 폐美j佛싼필i니令폐의 創다갚

FF감命에 서 인납한 1=1 1 외 같이 60년대 F :<j=' JOJ부터 얀기 시작힌 소위 해빙무

뜨리-는 이픔의 l펴l際政 ifi 秋 )후; 變 마k 으l 파징은 폐半칩의 깡c1짜와 !않 U&繹:flJ에도

영헝:을 미치가1 파었디. 대내작으보는 t(}j~ iii i'k JJiU씨에 임 Z1-한 “7 · 4펴 :It共|펴聲

IV:J" 이 있었으띠 對外1'1션으‘넌는 l쐐 |際 l佛싼애 사 의 勢， jJ i깐J煥l'의 隔@O낀 變化는 第

29ik I쾌 |際 l佛싼總會애서 I행II際Jlij~싼파 피令감IS 꾀 해제칠 요구하는 決議릎 지}넥하

기에 이트랐디.앙)

이에 4만세 기 동안 “休戰l찌定”익 ')i 서빙 :-<1·포써 休戰體채Jj될 유지해온

l때 |際 l佛 合J'II피令휴IS가 해체펴게 된 강우환 대비한 “休戰!찌定”의 쩌t持룹- 위한

代案분지l 외- 파半l댐 의 ?상保體ilJl]의 배:，mliI JVt 의 새로운 間짧기 제기되게 되었다.

國際l佛介軍패令담IS 눈 “休戰|찌定”의 유지달 위한 形式1'1얀 機쐐‘보써 후퇴되고

大範t~ l쾌 의 더 主 l패 [꺼 의 힘 찬 進j닫 고} 少調릅 빗추어 “랩‘美짜l互l꺼衛條約”에

의거힌 보강된 새료운 l까衛體 fIJI] 가 요二r1.되게 되었디 이 요구에 부응하여

팽후美J~뼈合짧司令部의 칭-섣을 보게 된 것이다.

행힘美U뻐合파f 피j令部設찮의 法的 샘據는 ( i) 1953년 10원 1 인의 “險美相互

l해衛條約” 제2조에 의가하며 1971댄 2월 6일 애 韓美間에 퍼:言펀 “韓國짧

j互代化 및 l註韓美軍 iM~剛에 핀1-한 共I퍼聲 liFJ " ， 28 ) (ii) 同聲明에 의거한 1977

년 7월 26일 제 10자 “韓美年例安保l찌講會議”의 겸-피→ 훌훌表펀 “l햄美共|꾀聲 HJ~ "

제8항29 ) ( iii) 1978년 7월 27일 제 11차 “짜美年列安保|값議曾議”의 “輪美共同

등t 27) GA /3~133(XXIX)

28) 뼈I I끼샘IS戰찢編짧꽂웹會， I때 |까條폐행， 제 1 짐 (서울 : 1때防입1\ ， 1981) , p.733.

29) Ibid.. p.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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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聲明” 제 10항，30) (iv) 上記 2個의 共同聲明의 內容을 條約化한 1978년 12

月 17일 의 大韓民國 外務部長官과 藍韓美大使間에 이루어진 “韓美聯合軍司令

部의 設置에 관한 交換覺書"(Exchange Not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IUS Combined Forces Command)이다 31)

上述한 韓美聯合軍司令部를 創設하기 위한 國際法上 諸惜置에 뒤이어 우

리 政府는 이를 設置하기 위한 國內法上惜置를 하게 되었다. 그것이 1978

년 4월 19일 의 “國防部뢰II令 제 237호”이다. 그 內容은 軍事密書로 되 어 있

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說明할 수 없다.

韓美聯合軍司令部는 司令官， 副司令官 아래 수개의 →般參讓部와 特別參짧

部 그리고 그 예하에 地上軍構成司令部， 海軍構成司令部， 空軍構成司令部의

3個 構成軍司令部로 편성된다 32)

1978년 5윌 17일 國際聯合軍司令官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韓美聯合軍司令

部의 사령관은 美軍大將이， 부사령관은 韓國軍大將이 각각 임명되게 되며，

地上軍構成군사령관은 韓美聯合軍司令官이 겸하며， 海軍構成군사령관은 韓國軍

제독이， 同부사령관은 美軍제독이， 空軍構成군사령관은 美軍장성이， 同부사령

관은 韓國軍장군이 각각 임명된다. 聯合司令部 및 각 構成군사령부의 참모

편성도 이런 형식에 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3)

(2) 韓美聯合軍司令部의 作戰指揮權과 提起되는 問題

韓美聯合軍司令部의 創設 이후도 그 이전과 같이 國際聯合軍과의 관계에

서의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은 1953년 7월 15일과 16일 의 “作戰指揮權移

讓公輪”에 의거 國際聯合軍司令官에 있음에 변동이 없다.

註 30) Ibid. , p.772.

31) Ibid. , p.548.
32) 한국일보， 1978. 5. 18. p.1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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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美 IfMl合웹j: l ij令휴IS륜 創값t하게 뒤에 따라 美납i괴의 관제에서 ~(i\t [패 꽉￡ 에 대

한 작선지휘권 판지1 룹 정리힐 필요기- 있었다. J'. J&. 한 바외- 김이 j셈美 l佛↑양

과i사령 판은 美띤성-성이 ::L 부시-랭관은 빠|핵펴정-성이 각각 엄 l당 되도록 되이

있고 꾼대의 組織꺼〔理 J-. 꾼사굉판에게 :1 휘하의 군대틀 지휘헌- 권한인 직→

전지휘권이 있음은 딩 연한 것이 I뜨피， {따美 Ilijf， 1￥냥j: hj 令 l펀’ 어1 가1 )파美 I[ijf，1}퍼f의 쐐

}jJt J~[ 인 l폐파애 매힌 ;<]전지휘권이 귀속힘은 딩얀한 일이디.

이외- 갇-이 軍隊의 ffM熾1세理.로 보아 파핏IIijf.合파테令I다 °ll 거1 .-:1 隔}파j쥔인 l폐

퍼에 대힌 작전지휘권이 귀속됨은 당연한 것이나 樞美IIijf.合iP: lij令 g:j) 의 創設

플 위 한 !파美펀벨‘;委쉽會의 1978년 7원 28얀 의 “戰 III쩌답示 第 1號”외- 1978년

10원 17일 의 大꾀힘 l핵 外務퓨|‘長침. i Lj· .I값l써 美:*:↑핏間 이1 交煥된 “째r美IIijf.1}패令판IS

션치에 관힌 삿j엣웰볍. "는 國'IjI 에 대힌 직→전지휘권이 1패際l佛?}따 퍼令딘’에 있

유플 인장하고 있다 34 ) I 피 끼 서는 I펴 2] 서 가- “폐핏싼意議핀錄의 맨위내에서 정

딩히케 이판이진 ，t!»定 ” 이 마고 표시히여 |찌파애 디l 한 직전지휘권이 때{際l佛유

W[lij令1'r에 세 있음 을 깐접 식으효 인정 힌 것 이 다.

패美l佛合댄닙j令띤은 |쐐|際 If6f，싼파펴令침’이 검하고 있으므쿄 깐스l ~- I파jJf{ 애 대

한 삭선지휘 'e1 은 시섣싱으5~~_ 파잦 Jlijf，-fr tij 令'I ’ ‘'011 게 있는 것이디

떼|폐파에 대한 시선시휘권이 l때 |際l剛싼tiLl 냐令낀으효JjL E-1 꾀 l행l 애 환원하게

뇌 11-1 Ii찌際 llijf，介'.[1 : .1j令/다인 센핏 4ijf， -fr tllliJ 1'-끼’은 ‘(I~ I폐 '1;11: 윤 :-<1 휘 할 수 있게 되

~l_-=J_ .~~:~ 꾀파llijr.介 tt-f. iη令 ·HI‘ 으l 지휘치1 λ11 이l 흔선 갚 기저오가l 펀디. 즉 균네으] *11

減}처(:£민 I '. -，，:-시팽판이 ,-7..91 이l 하 __\1 대 쉰- 지휘힌 수 없게 되는 21’-순윤 기자오

가I orl r:1-. 이는 건국 Ilti1ih 핏llijf，끼이II.i] 令 I'm 의 폐지 1낀→행:으꾀 유도1띄 수도 있다.

이랭지1 젤 깅우 |패|際 l剛介'rP: lij令{\'IS아 해제애 디1 11] 히 아 칭션힌 파=강 llij r. {} 'I P: j 디

1'- 1;，:IS의 섣띤 III’I(J'딛- 많去11허가l 뇌이 1l] 리 고 넨게 펀녀→는 |려웹가 않j넬된녀 .

lit 34) I폐l까f\l\l~Ji. 씬 빠tl~앉앗 1-1햄， op. cit ‘ ’ 새pra . note 28. 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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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問題t펀에 대한 對策方案

이 問題에 대한 對備策으로 다음 두가지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i ) 첫째 方案은 韓美聯合軍司令官은 美軍將星이 그 副司令官은 韓國軍

將星이 각각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韓美聯合軍司令官은 韓國軍將星을

그 副司令官은 美軍將星을 각각 임명되도록 韓美聯合軍司令部의 기구를 개

편하는 방안이다 35)

( ii) 둘째 방안은 韓美聯合軍司令部의 性格과 機能을 格下시켜 軍事委員

會化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國際聯合憲章上의 5대 강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國際聯合 “軍事參짧委員會»(Military Staff Committee)

나 월남참전군의 사령관으로 구성되었던 “自田世界軍事援助機構» (Free World

Military Assistance Organization: FWMAO) 등과 같이 聯合軍의 協調機構

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위 의 ( i ) 첫째 방안과 ( ii ) 둘째 방안 중 어느 방안이 合理的인 것인

가는 작전지휘권을 환수하기 전에 우리측이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할 문

제이다.

6. 韓美相互防衛條約의 補完

가. 提起되는 問題면

위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뽑韓國際聯合軍과 藍韓軍은 嚴格히 區別된

다. “韓美相互防衛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國과의 關係에 관한 條約이며 大韓

註 35 ) “休戰協定”의 일방서명자가 國際聯合軍司令官이므로 이 방안을 택할 경우

“休戰1쩌定”의 이행애 관해서는 國際聯合司슈官의 작전지휘권 즉 韓美聯合軍

司令部의 부사령관의 작전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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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폐 il1 때|際 Jlij~ 1양파의 關係에 관후1- 條씬J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듭命하는

섯은 j뱀: fiJI!’ l패 I際聯싼?힘ι 이 微Jlk허- /']] 펜 경우 에 판한 것온 아니다. 그라니- 따

따l쾌 |際 l佛잡파 의 微Jlk외- 떼Il~;에 l봐:꾀핏 1tf.도 微Jlk한 경우뜰 ;Jg-慮하여 ，l&t ~il~美

짧이 빼Jlk헌 정우 않5t닐되는 “폐美 4‘flEL I끼衛條約”의 *m完 I b9밟룹 야기서 같이

다뚜어 보기호 한다.

Iii)述 한 lel]- 외 감이 꽃다1 의 太!j(l!，t l~國 따1'11 으l 法 1'1얀 服據는 1953년의 치띠t美

;til互防術條씬] " 지11 4조 의 ~Q 5E 에 ↑k한 갓이다. 그러나 h이條刺은 ↑r劇1惜 i월 에

판해 다운I 피- 같이 ↑Jtk i펴 ~I성 인 j싶치j윤 누고 있윤 뿐이다.

첫째， I패條約 제2조는 外김|‘보 Jlt 1드1 의 :lJ'1~;)] r’ I~ 攻摩애 대하여 up刻 [I션으쿄

l까衛指置륜 lli( 힐 義1~갚 #!Ji::하지 아니하고 짜l끄1꺼議와 삼i講애 의하도록 다

융괴 깊이 j파필하고 있다.

常필- I때 줌 어느 11패 의 政 j하I'i/'.! 쩨 j‘[ 또는 꽃〈ξ이 外팝Iii감 1 ，!→ 터 의 武 )J MI

攻盤애 의히여 IllIG齊을 밴고 있디고 어느 |꽤家이든지 i전:k젠 띠l 에는 언제는지

휩事國은 샤 i~ 1%f，講 ( will consult together) 힌다.

當동합팅패은 單獨센J으로니- j~lj끼 f애으로나 ';1 JI)) 외· 께互援 .It}) 애 의 허 0:1 ιt 力攻擊을

I씨JI → 허가 위 한 ~웰ψj 힌- r--않음 챔總히아 l펴化시 낄 것이며 4:條%을 實行하고

二t [01따 을 t11i Jili 할 j風 생J 힌- t압 R표 를 |까 講 와 合意 F애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Ii(할 것이다(1'빼 길흉者) .

이와 검이 I피條約은 當事者에게 l쉴接따인 軍事的 行動惜찮흘 자X할 義務뜰

H때課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찌議해이- 할 義務를 지우고 있을 뿐이

다. 따라서 함l互 |찌講가 成立되지 않을 때는 電事的 行動1惜5월둡 取할 수

없게 된다.

둘째， 1펴條約 제3조는 제2조의 制|浪에 i뭔지n하여 危險애 對處하기 위하여

各者의 憲法上 짧1 1k애 따라 行動할 것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各當벌 I때은 ↑也當事@폐으1 :ti l많支때D f이l 유法II얀으로 듬어 갔다고 댐、定히-는 今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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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領土에 있어서 他當事國에 대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的 攻擊을 自

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짧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

기 위 하 여 各 者 의 憲 法 上 의 節 Ik 에 따 2-HIII accordance with its

consti tutional process) 行動할 것을 宣듬한다(下線 筆者).

따라서 美國政府가 그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議會의 同意를 얻는 데는

相當한 時間을 要하며 또 議會의 同意를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保障도 없

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同條約의 制限的인 規定에도 不狗하고 大韓民口의 安全

을 保障할 수 있었던 것은 1973 년 의 美國議會의 “戰爭權決議" (War

Powers Re-solution) 에 의 거 美國軍隊에 대한 훨擊이 있는 경우 美國大統

領은 議會의 授權없이 獨 自 的으로 60일 (또는 90일 ) 間 戰l調를 開始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美軍이 大韓民國에 ”활띤하여 있는 경우 北韓이 大韓民

國에 대하여 武力的 攻擊을 해 오는 경우 이는 “戰爭權決議” 제2절 (C)

(3) 의 美國軍隊에 대 한 攻擊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36 ) 美國大統領은

議會의 授權없이 이에 對處하는 戰爭을 開始할 수 있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安全은 保障될 수 있었다. 그러나 美國이 大韓民國에서 激收하는 경우에는

北韓의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的 攻擊이 있다해도 이는 美國에 대한 武力的

攻擊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爭빼止力은

喪失되고 만다.

따라서 J睡韓美軍의 澈收는 澈收 그 自體보다 그로 因해 美大統領의 韓半

島에 대한 戰爭逢行權이 밟Ij限된다는 點에서 大韓民國의 安保에 重大한 영향

이 미치게 된다 37)

註 3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 I I , No.6, 1973, pp.1521 ff.

37) 따라서 美地t軍의 韓國훌다E이 重要한 意味들 갖고 있으며， 美海 · 空軍은

別意味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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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961 년 의 “ ;I t蘇友따 1찌 力 렛 ;fIlII ~갔비J條;센 " AnI조는 “週쐐없이 |컨

디의 保有하고 있는 r" J')t으j감 j쥔핀 1'1얀 기티- 授助룹 굉供힌다 " jl 1꾀定히 고

1961iF 의 “北 111 共友好 IhJJ 1J 및 씨 IJ:U갔 .IJJJ條約 ” 제 2조도 “線원]媒뿜i· 1행은 IE뜬

힘을 다하여 避쐐없이 과r ~램~ t떠 빛 기타의 援JiJJ달 提싸한다"고 채定하고 있

는 考-慮해 판 띠l 美따}散Jlk의 정우 “l파美fll닫:I까衛條폐”은 이탈 條的괴 不J즈j

煥f의 II펴을 넓힌다.

나. 問題克에 대한 對策方案

l註파I빼l際11#싼파괴 IWJ II칸 에 겠 l페으초 !꾀i페美j훤 이 }故收허게 되는 경우 또는

밥;파|핵 I際聯싼軍의 微Jlk애 판계 없이 .l)jt따핏파이 微JI文힐 경우 “l챔美;fl~표 |야衛

條約”의 補完}i法으로 다음 누기-지 }j菜올 jg-慮해 뭔 수 있다.

( i ), l각 빼介入方式으꾀 “ JWI\t.美;fll互ψj術1~klJ "을. c，kIE하는 方案

( ii ). 少數의 美쳐i윤 象f눴 tl\J 으보 rW‘ )j 의 파 l或] tl패IS隊애 11k遺애니펴 딴 수 있도

꽉 美디f으~S~ 해 IV<;펀 111 민 1찌 1J l않I · '¥핀;댄絡 l헬| 등-윤 듭펴設i갚t i훤합힌한-다디

이 Jl느 Jj‘茶은 4‘n 互써I， )l';때인 것이 이-니퍼. ;fll끄짜Ij完 l꺼 인- 것으둔 l퍼 |관에 찌굉

f;-픔 }자擇덴 수 있다.

위 (j)의 기菜은 “폐꽃씨I I f.[W術條씬J" 판 이띈l:l1· “ l ~1 뼈I IJ\J 介入 Xj j:\; "으료

i'，k jE하는 갓으꾀 이는 싸fJ:\i~美따이 }따Jlk힌 후。11 .s드 ;1北It띠|”꾀1

는 강우 美 'tit 의 따投入{~- 1k‘ " 1션으jL f싸 |젠 히 는 )j茶이 다 6-1 -" ::. 꽤家노 國l 낀l

ik 을- 밸 EI:J 보 條，t!] . !: 으l 義統으1 )짧行감 H~ .2:~힐 수 없으 rJ 젠-， 38) “ !:t떤美;flla. 1찌

찌iJ1~ k!] " 이 |껴폐 l’1'0 介入}j'式으쿄 ψι11-: 뇌 띤 잦 l쐐은 “!~x웹:뺀‘決禮”라는， I쾌內法)윤

itl‘ :\11) J. G. Starke, op ‘ cit...I'upra note 21, pp. 115 f f.

G. V. Glahn, (ψ cit . ， supra note 14. p. 32.

“1~서핑이| 까 센 Vienna써짜J " 시] 27조，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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援用하여 “韓美相互防衛條約”上의 義務를 免할 수 없다. 그러나 “戰爭權決

議”에 反하는 內容으로 “韓美相표防衛條約”을 改正하는데 美議會의 同意를

얻는 것은 事實上 어려울 것이다.

위 ( ii )의 方案은 少數의 美軍兵力을 韓國軍部隊에 i*遺 配置하여 美議

會의 “戰爭權決意” 제3절 (C) (3) 의 美國軍隊에 대한 攻擊의 要件을 具備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韓美軍事協力團協定” 또는 “韓美軍事 連絡

團協定”과 같은 條約을 線結하거나 또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을 改正하면서

이런 規定을 追加하는 方案이 있겠다. 그러나 極小數이긴 하지만 美軍이

完全澈收하는 것이 아니므로 美軍澈收를 彈力히 要求하는 測에서 이런 案을

受諾할런지는 疑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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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論

위에 서 갱·했해 샌 바외- 감이 I퍼 |際 l佛合파 이 j폐國에 j앓다E허가l 띈 ~.t:떠 服

據는→ 1950 년 6월 26떤 의 };:파 I\; I패 |폐會의 흉관 5힘파 이 에 대 한 1950년 6월

27 일 의 I폐 |際 l佛싼 핫소保 Ii헨밸事會의 싸:講외， 1950년 7월 7일의 決議애 의한

것이따1)이늪 IE統 j)갖끼''1' 인 *씨H\!; I패 jlj( J싸의 흥흥請에 의한 것이 1 1 호 l빼 |際聯

合:'tp: 의 li!씨L빼I.l압: rf:!:. 의 f싼}i法法t한-μ개낀j↑v까It

:그」리 고 I때l際l佛삼월[ l~니 令댐는 法: A tft춰인 I패I뺑聊싼의 重똥설 4幾關 인 갖·全{싸|첼 3필

事會의 補J!JJ機關 이 펴 ~L ~I 搬가 댐II쌍품의 :£體인 法: A ~점춰-가 아니 다 3) 그

띠고 그의 仔:務는 듀IU쩨과i을 擊退시키는 것에 |맺히는- 갓이 아니 4 따半島에

統 - . 獨 피'> t~초政떠·뜰 샘r~ rr:히 는 더1 있유이 國際聯合1띨總會의 決議애 의 히

여 公A따으로 承誌되 었다 4)

그라 고 大 l;핸 l~파l의 大Mt ill~피 國If際聯合의 l패際 II뼈合‘됩 퍼令던은 19501잔 7월

15일 :ill, 16일 의 “作戰핍揮權移讓公輪”애 의 거 大輪j치國 l패빨애 대 한 作戰指

揮의 權~J을 國l際聯잡軍.남j令핀·애거l 移讓했다. “作戰指揮權移讓公輪”의 ;趣事者

는 大*후民國피- 國縣떠6合이 1 아 ， 떠公輪의 _.})" 澈.事"압인 國|際l佛잡의 jim行機關

은 國I際l佛合軍司令’흡-이다- 그i:'cl므띄 “權利로서의 作戰指揮權”은 國際聯合에

移讓된 것이나 權뼈으로서의 作戰指揮權”은 國l際聯合軍 司令官에게 移讓된

것이다 5)

1953년 7월 27일의 “休戰|찌定”은 國l際l佛장單 퍼令템’을 一方으로 하고， 北

l넓軍 司令’덤’ · 中共A民量 司令官을 他方으토 하여 뽑名되었다. 그러므로 “休

註 1) Supra II. 1.

2) Supra II. 2.

3) Supr“ m. 1.

4) Supra lU. 2.
5) Supra I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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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協定”의 一方 當事者는 國際聯合이고， 他方 當事者는 北韓 · 中共이며， 大

韓民國은 그의 當事者가 아니다. 그리고 國際聯合軍司令部(官)는 國際聯合의

補助機關이며 그는 法A格者가 아니므로 “休戰協定”의 當事者가 아니라， 그

施行機關에 불과하다. 따라서 國際聯合軍 司令部의 澈收 · 解體는 當事者인

國際聯合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限 “休戰協定”의 效力은 그대로 存續된다 6)

오늘의 韓半島의 安全保障은 1950년 6월 27일의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와

1950년 7월 7일 의 安全保障理事會의 決議에 의한 國際聯合軍과， 1953년의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據한 J홈韓美軍에 의해 維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바 4鐘에 의한 “分斷의 合法化”의 推移， 第30iX 國際聯合總會에서 顧韓美軍

。7J 히
의 澈收를 要求한 共塵↑則 決a義案딛 f木擇한 國際聯合加盟國의 壓力， 南北

韓에 의한 反外勢的 民族主義에 立斷한 統一論의 服動 등은 8) 北韓이 끈

질기게 主張해 온 藍韓美軍激收提議를 不可避하게 받아 들여야 되게 될 지

모른다. 그러므로 國際聯合軍의 澈收에 따라 제기되는 國際法上 諸問題에

대한 國際法的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이미 위에서 考察해 본 바와 같이 國際聯合軍이 澈收하게 될 경우에(i)

“休戰協定”의 當事者가 國際聯合軍의 澈收에 의거 “休戰協定”의 效力이 당

연히 消減되는 것은 아니나 그의 當事者의 代替問題를 제기한다 9) ( ii)

그리고 “休戰協定”의 施行機關인 國際聯合軍 司令部의 澈收는 “休戰協定”의

施行機關의 代替의 問題를 제기시킨다 10 ) ( ii i) 뿐만아니라 國際聯合軍 司

註 6) Supra N. 2.

7) GA/3390 B(XXX)

8) F. B. Weinstin and Fuji Kami ya, The Security of Korea U S.

and Japamese Perspectives on the 1980s(Boulder Westview) , 1980),
PP. 176-77.

9) Supra V. 1.

10) Supra 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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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j긴’으1 微JI5c . i냄減은 |폐|際 Jjijfl잠 lift總 피令官이 國훤이1 대 한 作戰指揮權을 行

使하고 있으 므갚 l행 ~f.L 에 대 한 作戰指彈權의 趙JI5c問題를 제 기 한다[[) 그리

고 ( iv) 國l際l佛잠짧이 微JI5c퍼 거l 되벤 1950년 10월 7일의 l행l際l剛싼 總會의

싸議애 의가 |때|際l佛合핑이 ~tj챈할 수 있쓴 恨據룹 싱-섣하고 만다. 따라서

北짜이 fI￥f풋히l 을 경우 大 jltJ~ J치 l폐 l행I 과1 은- :I t±렐 할 수 없게 떤다는 |해題를

제기시킨다 12 ) ( v ) 太파히꽤 l꽤파 에 대한 作戰돼핸權을 行使히고 있는

l때l쩔 l佛잠짧 總 H]令칩’이 l꾀 |際 l佛잡펀의 }뼈JI5c에 따라 作戰指揮械을 大펴f치 |쾌에

趙JI5c허- 1]] 될 정우 r.~美 JI뼈合펙[:，닝令 'f\’이 그의 터j令페의 *뽑成월인 大랩E한國 l행

軍에 대한 作戰指꽤f權을 行使할 수 없게 되므로 ;설국 헨힘美l佛合i힘 I타j令핍의

改뼈을 판가피하거1 만든다 1:，) ( vi) ~1리 고 l패 |際 l佛 -f，- Iff 의 }散JI5c는 大폐l치國의

갖:소: 1싸 |웬을 J»t쩔I 히- 게 되 p 토 “ j~젠 핏제표 |껴術條約”윤 補完헤이: 하는 |웹題를

저l 기 시 킨다 14) 이탈 많젤되는 해|問뼈에 대한 對策方案애 관해서는 이미

不文애서 상세히 論했다. :It따’흙 Jiu은 1953~1 休戰이래 ;fJd씨히가1 ，I없E꾀i때|際II~~

싼파괴- 떠r l}패美 꾀r 으1 j~'l( JI5c쉰 초파해 오고 있다 : 1_ 바 나 위에서 컴‘察해 관

u}외 낌이 꽤|쌍柳介과1으1 J파 l꽤 ，l~t: "rtf，은 jE統政Hl언 大l파l치 |패 政써:의 흉섣:請피- 이

애 l다튼 |때|際l佛잠 핫全싸|핸~H핀햄익 해펴에 ↑衣據한 것이며， 이는 ←·般l폐 |際

法 L _~J 라 고 l꾀 |際 I佛유慮 딸: J: 싹沈떠인 깃이다. 따라서 北l밟當l퍼에 의한 l註

l파 l꽤 |際 l佛싼다r 으l 微JI文主파은 i'.t tJ9 빠據기- 없는 것이 I까 오직 llxi台的 |펌많5~서

主파펀 수 있는더l 不펴하다.

i폐 ~t r.(1\t: 의 JJU뼈對關1}(~ -달 1댄m히- o:j ,jZf lJ !1;1( 應보 l핀l復히 고15 ) 또 따半텀의 當

;iI: 11) Supra V. 3.

12) Supra V. 4.

13) Supra V. 5.

14) Supra V. 2.

15) 밴休빼J!:kJ뻔쓴 ‘|씨II가 |퍼復년 갓이 이-니 Ll 꾀 現南;lc l팎關係는 i敬￥‘'.t l뼈係이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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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者問題를 南北韓의 두 當事者問題로 整理하기 16)위 해 “休戰協定”을 平和

條約으로 代替하는 것이 要求된다. 그러나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代替

하면 “休戰協定”의 --方當事者인 國際聯合의 施行機關인 國際聯合軍은 더이

상 韓國에 ‘활면할 法的 名分을 잃게 된다. 따라서 國際聯合軍은 澈收해야

하며 國際聯合軍이 激收하게 되면 韓半島는 *化統-의 威齊을 받게 된다17)

물론 美軍은 國際聯合軍이 #散收하게 되어도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계속 南韓에 j藍면할 수 있으나 平和條約縮結時 北測은 美軍의 澈收를 前提

條件으로 提示할 것이다.

오늘 우리 韓半島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當面課題는 “安保”와

“統一”이다. 安保를 위해 國際聯合軍과 美軍은 계속 南韓 餘띤해야 하나，

統一을 위해서는 美軍은 據收해야 한다. 그러나 國際聯合軍은 統一을 위해

澈收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國際聯合軍의 任務의 하나가 統-.

獨立 • 民主政府의 樹立에 있기 때문이다 18)

‘- 요컨대， 國際聯合軍은 韓國의 安保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統一을 위해서도

계속 韓國에 ‘뚫호J:\!.해야 하나， 만일 平和條約이 체결되기 전에 그리고 統-

政府가 樹立되기 전에 國際聯合軍이 澈收해야 한다면 上迷한 諸問題에 대한

對備策을 講究해 두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間의 理會과 體制의 隔差가 解消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분간 우리

、

註 16 ) 現南北韓關係는 休戰協定에 의해 “軍事問題의 當事者”는 一方이 “國際聯合”

이고 他方은 “北韓과 中共”이며， “政治問題의 當事者”는 一方이 “16個參戰國

과 大韓民國”이고 他方은 “北韓 · 中共 · 소련”이다(GA/711 ) .

17) 물론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도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으로 부터 大韓民國

軍統師者에게로 還收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이 消滅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作戰指揮權을 홈韓美軍司令官 또는 韓美聯合司令官에게

의 再移讓도 可能한 方案의 하나이긴 하나 이를 考慮해 볼 필요는 없다.

18) 이 任務들 나하지 위 해 國際聯合軍은 國際聯合의 이 룹으로 北進統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留念해야 한다.

M갱



의 땐、:tLl f:이 희망에 뭔 :il1· 히 1피 ， 엔지l 突發f:1'-J 으띄 J밟發헌 지 또 i::!→ 는 危 I險애

對'j處히 가 짧힌 |폐」띠I~ f버 의 밟~%UfA態는 쩔쩔H의 i감↑꽤;관 1!(~mit:人: i/~ 폐기n시 김 뿐

Mc-- 으1 7tJjt펼{1'- 인 개II解의 ~1S}j!i;플 u}파는 것은 한깃 헛펀 幻샘으로 센여진

다. r~1 主 |씨 써i ← ·윤 위한 우바의 뜨거운 熱뿔은 寶利반을 ili5J(하는 外랭L애

의해 냉 z.1뇌 이 기-는 오늪， 우바에서l 당\이한 至 ~:課웹는- “조국의 統〔→”이라

는 굉族|찌 l법磁보다 “ 'Iι자I 의 定휩”이라는 l때E\?; f:1성 5싸題이 다. 平*11의 ;.t:휩·없

이 平-和I:I/J 紙← ·을 이휴할 수 없으따 ， i.1ι *IJ定휩이 Mc-' 으1 J;원 J찮을 j뀔 j파 해

나감 수 있다는 點을 ;是訊히l야 힐 것이다. 여기서 I註i밟國縣l佛상11[ 피 l따 \\힐

美훤이 敵JI5I:하기 前이둔 後이븐 'lL和定쉴:파 '11:*11統 -을 調1'11시 젤 수 있는

l패암과 民族의 슬기외 歡젠가 떻求‘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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