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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ы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전쟁 및 폭력상황에 직접적인 피해자,

인도법탐구 교육자료는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폭력의 당사자 또는 방관자로서 노출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of the Red Cross, ICRC)가 교육발전센터(Education Development

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들이 당장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Center, EDC)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

넘어서 청소년들은 미래의 정책결정자, 군 지도자, 전투원, 인도적

자료로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 교육현장에서도

활동 종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전쟁 또는

활용할 수 있다.

ِݸ

기타 폭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이며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돕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과 인도법
인도법탐구는 국제인도법을 배우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으며 유용하다는 취지에서

ِݸ

시작되었다. 국제인도법은 한 국가가 무력충돌이나 폭력상황에

ِݸ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앉아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못 본 척 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본 것 혹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에 대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평시이건 분쟁 상황이건 인간존엄성에 대한 뿌리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 자크 포스터,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처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력충돌과 폭력상황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폭력을 다루는 언론보도나 폭력이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폭력을 표출하는 오락물에 청소년들이

ِݸ

노출되는 경우가 전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분쟁직후 및 사회재건 기간 등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극심한 시

인도법탐구에 대하여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는 13~18세 사이의

ِݸ

청소년들에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의 기본 규칙과 원칙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역사 속
또는 현재 진행중인 실제 상황에 기초한 교육 자료들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목표는 분쟁상황 시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고
전쟁으로 야기되는 고통과 파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도법탐구에서 사용되는 교수법은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기에 인도법탐구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를 정착
시키는 데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네바협약 체결당사국은 전시 및 평시를 불문하고 국제인도법
과 관련한 정보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분쟁 시 야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을 방지, 제한하는 노력에 필수적이며 향후
인권 보호의 ‘핵심’이다.

학습 목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도법탐구의 1차 학습목표는 청소년들이 인도주의적 원칙들을

학생들은 실질적인 ‘인도주의적’ 인식을 갖게 되고 국제인도법과

일상생활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법탐구의 목표는

같이 다소 딱딱하고 복잡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

특히 다음과 같다.

인도법탐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활용하고 학생들의 직접 경험과

•청소년들이 무력충돌 시에 생명과 인간존엄성 존중의 필요성을

사고방식을 토대로 삼아 전쟁이 야기하는 파괴에 대해 검토한다.
사례 연구에서는 실제로 인도주의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전시에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인도주의적 사안 및 국제인도법의 다양한 측면과 이
를 적용할 때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토록 한다.
•시사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며, 국내외 분쟁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확대하도록 한다.
•사회 최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활동 및 봉사 활동
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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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다. 인도법탐구의 교육자료는
무력충돌 상황과 이를 넘어 모든 상황에서 생명과 인간존엄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시민 교육에 큰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의 내용
인도법탐구는 15개의 탐구과정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이며, 각 45분씩 17차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제인도법의 개별 조항에 대해

ِݸ

공부하게 된다. 15개의 탐구과정은 학생들의 사고와 감정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세밀하게 구성되었다.

교수법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탐구(exploring)’는 이 프로그램에서 주요 교수법이다.

<참조>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고 함께

굳이 국제인도법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다양한 탐구

해결책을 찾아나간다. ‘탐구’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 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사자료는 인도법탐구가 다루는

나은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 뜻한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국제인도법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한 가지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대한 추가 정보는 국제인도법 가이드에 직접적인 질문-

있을 것이며,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룹 내의 다양한

답변 형식으로 제공되어 있다.

교사는 인도법탐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ݸ
ِݸ

의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탐구를 돕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더불어 새로운 관점과 태도,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한 과목만을 전문으로 하는

ِݸ

많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학생들이 인도법을 탐구할 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인도법탐구에서 교사 역할이며,
반드시 모든 해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참조>

ِݸ

인도법탐구 프로그램 교수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수법 가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업 및 생활능력 향상
인도법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능력을 익히고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경청하고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논의와 토론,
그룹활동을 통해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결정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교수법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쟁점들 및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생각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이를 위한 추론
전략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게
된다. 인도법탐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폭력과 위험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인도법탐구는
실생활에서의 행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인도법
탐구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내용과 학습방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실생활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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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 시작 : 이미지와 인식
초기 탐구과정에서 학생들은 무력충돌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자신들이 처음 가지게 된 생각들을 토론한다.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ݸ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인간존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요 질문과 직면하게 된다.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한다. 이후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고찰한다.
모듈4 : 국제인도법 위반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모듈4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국제인도법 위반에

모듈1 : 인도주의적 관점

ِݸ

탐구 1-1 :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탐구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탐구 1-3 : 방관자의 딜레마
모듈1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방법을

ِݸ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보통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행동을
관찰하고 방관자로서 상황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방관자가 누군가의 생명이나 존엄성을

대한 처벌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또한 무력충돌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듈5 :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ݸ

보호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위험, 장애물, 딜레마 등에 대해

탐구 5-1 : 전쟁 파괴현장 복구

배운다. 모듈 1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도 방관자로서

탐구 5-2 : 난민캠프 계획하기

어떠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탐구 5-3 : 전쟁포로 보호
탐구 5-4 : 헤어진 가족찾기

모듈2 :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탐구 2-1 :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최소화

ِݸ

탐구 2-2 : 아동병사 집중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모듈2에서 학생들은 무력충돌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규칙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앞서 진행된 탐구활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한 규칙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전시에 생명과

모듈5에서 학생들은 전쟁으로 야기되는 파괴와 이에 대한
대처 노력, 그리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그러한 노력을 실행할
때 겪게 되는 딜레마에 대해 공부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간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인도법탐구 종료 :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스스로 제안한다. 그 후

탐구 종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공부하며 이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제안한 규칙과 비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
전시에는 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그다지도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모듈 3 : 법의 적용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탐구 3-2 :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
모듈3에서는 전쟁 중인 군인이 실제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딜레마와 그들이 국제인도법을 지키려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참조>

제시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초반에 제기되었던 문제들, 즉

배양할 능력, 길잡이 질문, 개념, 탐구, 목표 및 핵심 정리

본 자료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수업소개표에서는

국제인도법 존중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인지시키려면 어떻게

등을 일괄적으로 모아 놓아 각 모듈의 개요를 살펴볼 수

해야 하는가,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보장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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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ы
인도법탐구 자료

교수법 가이드

‘교사용 인도법탐구 자료모음’은 개별 유인물의 모듈 설명, 교수법

교수법 가이드는 인도법탐구 지도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돕는

가이드 및 용어집 등 프로그램 지도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로

매뉴얼로, 인도법탐구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도법탐구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교수법과 수업

ِݸ

활동에 직접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수법을 익히게
된다.

모듈
인도법탐구는 탐구 시작부터 탐구 종료까지 다섯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각 모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용어집
용어집에서는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용어들 및 인도법탐구에서

ِݸ

•중심 테마를 위주로 조직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3~4 개의 탐구과정으로 구성
•주요 길잡이 질문 제기
•학생들이 습득하게 될 능력 및 개념에 대한 개요 제시

있다. 이러한 수업계획은 각 단계별(수업시간 제시)로 나누어지며,
학습 목표와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자료 및 학습 준비를 위한 요령
등도 제시한다. 수업계획 여백에 나타나 있는 보조자료에는 관련

• ‘심화활동’은 학생의 관심도, 연령, 투자 가능 시간 등을 고려
하여 내주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과목을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법탐구를
교육과정에 편입시킬 수는 있으나, 많은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각 국가의 교육부처는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재량권이 비교적
많은 국가에서는 인도법탐구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역사 속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무력충돌 상황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교사 자료’는 참고 자료이다.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통해 인도법탐구에서
다루는 일부 주제에 대해 더욱 익숙해질 수 있다.

t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새로운

‘학생 자료’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로,
이야기, 사진, 데이터, 배경지식, 사진 콜라주, 사례연구,
동영상 자막, 학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자료는 가로의
넓은 형태로 되어 있어 읽기 쉽게 눈에 들어온다.

•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각 모듈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다.
• ‘참고 사이트’는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유용한 웹사이트 링크
를 제시한다. 각 모듈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다.

ِݸ

t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여건이 되지

ِݸ

인용문과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 탐구과정을 심화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를 실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과제는 중학교( 청소년

ِݸ

각 모듈은 각 ‘탐구’과정을 위한 자세한 수업계획이 포함되어

인도법탐구의 학교 교육과정 편입

역사, 사회, 지리, 공민, 철학, 법 등의 다른 과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시민, 인권, 평화 교육과 같이 새로이 도입될 수 있는
교과목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한 문학 및 언어예술 과정도 인도
법탐구가 기반으로 하는 토론 위주의 접근법과 적극적인 교수법에
매우 적합한 과목이다.
인도법탐구의 교과목 편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국가의 교육목표나 현행 관습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목표, 수행 기준, 필수 교육과정, 일반 주제 등 각 국가마다
교과목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과목을
도입하여 교육제도를 정비 중인 국가에서는 인도법탐구를 교육
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인도법탐구는 각 학교 시스템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축소
하거나 개편된 형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각 국가의 교육부
처는 교사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큰 효과를 거두려면 인도법탐구를 한 가지 교과목에 편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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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ы
인도법탐구의 수업 활용
인도법탐구의 각 탐구과정은 45분간 진행되는 형식이므로 위에
언급한 교과목 중에서 독립적인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역사속에서 추려낸 사례 중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학습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인도법탐구의 실행 경험으로 보아 학생들은

ِݸ

교육내용 결정

자신들과 다소 동떨어진 사례를 접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그들

교사는 수업 중 인도법탐구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것인지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결정해야 한다.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면, 주어진 시간,
교육과정 여건, 학생들의 요구 및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가르치고자

ِݸ

하는 탐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는 응용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목표와 시간제한에 맞추어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인도법탐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면 단축시켜 놓은 탐구과정을 활용하면 된다. 단축
과정은 각 과정의 지도 순서를 그대로 제공하며 주요 능력 및

ِݸ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은 국제인도법과 그 실행의 복잡성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적절한 학습자료 선택

ِݸ

인도법탐구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 교사들은 각
수업에 가장 적절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면, 교사는 문화 및 종교 등의 이유로 민감한 특정
사례연구를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자료들은 좀 더 높은

ِݸ

연령의 학생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 지역
역사에서 가져온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교사는 먼저 원래 제시된 자료들을 살펴
보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학습목표에 새롭게 소개할 사례

수업시간
인도법탐구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개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때, 매 과정에 주어진 시간 제한은
단지 권장사항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다. 수업 중
토론이나 활동이 제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수업 중 토론이나 활동이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중단시키거나 계속 진행시킬지에
관해서는 담당 교사가 결정할 수 있다. 일부 학습활동은 과제로
제출하는 것도 수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업 기자재
인도법탐구 자료들은 최소한의 수업 기자재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인도법탐구 자료모음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자료를 복사할 수 있고 메모를 할 수 있는 칠판만 있으면
인도법탐구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동영상
시청이 불가능하다면 동영상 자막과 사진자료들로 적절히 대체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의 수업 외 활용

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 및 시사 토론 그룹, 토론 클럽, 지역 단체 등과 연계한 수업

원래 자료들에 익숙해지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기가 훨씬

외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인도법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수월해진다. 자료를 수정할 때에는 폭력의 가해자에 주제가

여름캠프, 청소년 프로그램, 여름방학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정하거나 첨가한 내용이 국제인도법

학교 외 장소에서도 인도법탐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및 인도주의적 가치의 정신을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도법탐구 교육 준비
<참조>

개별적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필요한

정보는 교수법 가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법탐구 지도에 앞서 가장 효과적인 준비방법은 교사연수
워크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인도법탐구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한다면 교육당국은 각국의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EHL

인도법 탐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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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ы
인도법탐구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교사들은 국제인도법의
기저가 되는 인도주의적 관점, 무력충돌 시 이러한 인식을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복잡성, 국제인도법의 원칙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보다 쌍방향적인 수업을 위해
교수법을 더욱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

ِݸ

특별히 구성된 인도법탐구 교사연수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인도법탐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교수법, 그리고 탐구적 관점에
대해 체험하게 된다. 본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쟁점을 토론하고,

ِݸ

새로운 교수법 및 평가방법을 연습하고, 개별적 수업상황에
맞추어 학습계획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른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실제 체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ݸ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탐구 활동들은 그들이 수업에서
활용하게 되는 활동들이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롤플레잉을 경험할
수 있으며 딜레마 분석도 하게 된다.

ِݸ

이러한 워크숍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교사들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인도법탐구 가상캠퍼스(하단 참조)의 교사연수 프로
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10가지 종류의 워크숍 중 하나를 선택해

ِݸ

다른 교사들과 함께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수법 가이드에 게재되어 있는 교사
연수 워크숍을 활용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 가상캠퍼스
인도법탐구 가상캠퍼스는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을 위한 웹 기반의
자료 센터이자 온라인커뮤니티로, 전 세계 교사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 웹사이트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다.
매우 다양한 교육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어, 인도법탐구의 모든
모듈과 탐구 과정(‘e-탐구’의 형태로 12개 탐구과정이 총망라되어
있다), 워크숍, 연수 영상자료, 온라인 토론포럼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인도법탐구 자료(영문)는 인도법탐구 가상캠퍼스(www.ehl.icrc.
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HL

인도법 탐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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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인도법 탐구
소개
• 다각적 관점*
• 아동의 필요
• 중립
• 비전투원 (민간인,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
• 도움이 필요한 비물질적 부분
• 인도주의적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지역사회 역량과 자원

•결과*

•딜레마*

•집행

•인간존엄성*

•인도주의적 행동

• 해결책 도출
• 기록
• 법적 근거
• 경청
• 관점 정립
• 행동 계획

•프로젝트 파악

•브레인스토밍

•딜레마 분석

•정중한 반박

•토론

•필요작업 파악

*모듈 공통 사항

•필요규모 파악

• 문제점 예측

•도움이 필요한 부분 파악

배양할 능력

•공정성

•불법적 명령

•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한계

•민간인/전투원 구별

•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연쇄적 결과

ِݸ
• 독립

ِݸ

•방관자

• 그룹 활동

• 파급결과 추적

• 논증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

• 스토리텔링

• 이야기 분석

• 롤플레잉

• 청소년 동원

• 전쟁범죄

• 국제인도법 위반

• 대상 인구집단

• 사회적 압력

• 파장효과

• 인도법과 인권법의 상관관계

• 난민과 실향민

• 보호

• 프로젝트 목표

ِݸ

• 실행

ِݸ

•기본적 필요

ِݸ

인도법탐구 개념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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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1
인도주의적 관점

인도법탐구 시작

인도주의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방관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방관자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방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존엄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분쟁으로
야기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무력충돌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회적 압력

인도주의적 행동

방관자

인간존엄성

개념

1-1 :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미지 및 인식

탐구

ِݸ

길잡이 질문

• 폭력 상황에서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한 방관자의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 방관자가 다른 이들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한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잠정적 명제를
성립한다.

•보통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위험에 처
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동에 맞설 수 있다.

•방관자는 자신에게 닥칠 위해나 손실
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폭력상황일 때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였다면 기꺼이 나서
서 돕거나 보호하려 애쓰지 않을
사람들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인도법탐구에서 제기되는 질문 중 일
부는 단일한 해답이 없으며 해답이
쉽게 도출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탐구하는 것이
인도법탐구의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인간존엄성의 개념은 인도법의 중심
이 되며 인도법탐구 전 과정을 통틀어
재차 등장한다.

•국제인도법의 기저가 되는 주요질문
에 대해 인식한다.
•인도법탐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
중 일부는 쉽게 해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핵심 정리

목표

ِݸ

모듈

ِݸ

인도법 탐구
소개

ِݸ

EHL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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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모듈 1
인도주의적 관점
(계속)

ِݸ

인도법 탐구
소개
1-3 : 방관자의
딜레마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탐구

• 딜레마 분석방법을 학습한다.

•생명 및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방관자로서 목격하는 상황에서는
복잡 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혹은 실생활에
서 발견되는 인도주의적 행동을 살펴
본다.

•어떠한 선택이든 관련자 모두에게
복잡하고 장기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행동이 자신과 보호하려는
대상에게 초래하는 개인적인 위해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인도주의적 행동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 특히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연관될 경우 실행에 옮기기 힘들 수
있다.

•인도주의적 행동이란 생명이나 인간
존엄성이 위험에 처한 사람, 특히
평소였다면 기꺼이 나서서 돕거나
보호하려 애쓰지 않을 사람이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 자신에게 닥칠
위해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주의적 행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생명 및 인간존엄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압력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핵심 정리

목표

ِݸ

개념

ِݸ

길잡이 질문

ِݸ

모듈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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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한은
어디에서 오는가?

파급 효과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아동들에게
절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도움

보호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인도법과 인권법의
상관관계

•인권법 또한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며 항시 적용되는
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법체계는 상호보완적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인도법은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가하고, 전투를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이다.

•무력충돌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2-1 :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최소화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전쟁 시 어떠한
제한이 필요하며 왜
필요한가?

모듈 2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핵심 정리

목표

비전투원(민간인,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

탐구

개념

길잡이 질문

ِݸ

ِݸ

모듈

ِݸ

인도법 탐구
소개

ِݸ

EHL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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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모듈 2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계속)

ِݸ

인도법 탐구
소개
2-3 : 무기 집중탐구

2-2 : 아동병사
집중탐구

탐구

• 공공 여론이 국제인도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 국제인도법 중 구체적인 무기관련
규칙 몇 가지를 살펴본다.

• 전시에 특정 무기의 사용이 제한
되는 이유를 이해한다.

•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모병을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나이 제한을 18세로
상향하는 법률을 공식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공공 여론을 형성하여 국제법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

•전시에 설치된 대인지뢰 및 전쟁
잔류 폭발물 잔여물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국제인도법은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의
전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률은 이를 18세로 상향조정
하고 있다.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15세 미만의
아동들을 모병하거나 무력충돌 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군에 편입될 수 있거나 무력충돌 시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정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들은 보호
되어야 한다.

• 전시에 아동을 모병하고 활용하는
관행의 범위와 이로 인한 영향을
인식한다.
•전시에 아동의 모병 및 활용에 있어
최저 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핵심 정리

목표

ِݸ

개념

ِݸ

길잡이 질문

ِݸ

모듈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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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4
국제인도법 위반

모듈 3 법의 적용

위반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왜 중요한가?

국제인도법 존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투원이 직면하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가장 많이 위반되는
법률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범죄

사회적 압력

민간인/전투원 구별

집행

실행

연쇄적 파장

구별

민간인/전투원

국제인도법 위반

개념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와 방식

3-2 :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탐구

ِݸ

길잡이 질문

목표

•국제법 위반을 다룰 수 있는 처벌
방법이 많다는 점을 인식한다.

•국제인도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무력충돌
종료 후 사회의 안위에 어떠한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책임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해본다.

•국제인도법 수호의 책임은 누구
에게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하나의 위반이 또 다른 위반을
불러오는 사례를 살펴본다.

•국제인도법 위반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ݸ

모듈

ِݸ

인도법 탐구
소개

핵심 정리

•국제인도법 위반을 처벌하는 데에는
위반자를 재판에 기소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

•국제인도법을 집행할 책임은 일차적
으로 정부에 있으나 다른 관련자
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자행한
자는 재판을 거쳐 처벌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리, 군 지휘관,
군인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인도법 위반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인도법이 위반되는 이유는 다양
하다.

•국제인도법 위반은 또 다른 위반을
야기하는 등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ݸ

EHL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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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모듈 5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인도법 탐구
소개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어떠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가?

이러한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전쟁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중립성
독립

공정성

난민 및 실향민

도움이 필요한
비물질적 부분

기본적 요구

ِݸ
5-2 : 난민캠프 계획

5-1 : 전쟁 파괴현장
복구

탐구

목표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에게 절대적
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무력충돌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난민
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주의적
행동의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이 어떻게 평상시의 생활기반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ݸ

개념

ِݸ

길잡이 질문

핵심 정리

•이러한 지원은 의도치 않은 악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난민들이 인간존엄성과 독립성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물질적, 생물학적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도움도 절실하다.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많은
노력, 큰 규모의 자원이 필요하다.

•평상시 생활기반을 복구하는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나, 인도주의적
단체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다.

•무력충돌은 자원과 평상시의 생활
기반을 파괴한다.

ِݸ

모듈

ِݸ

ِݸ
ࣶы৾ಯ

16

(계속)

모듈 5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개념

5-4 : 헤어진 가족
찾기

5-3 : 전쟁포로 보호

탐구

ِݸ

길잡이 질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인식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실종자 수색에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인도법은 이산가족 상봉, 실종자
생사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무력충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이 이산가족이
된다.

•포로 방문 시 인도적 활동 종사자들은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은 포로를 보호하며,
인도적 활동 종사자들이 포로를
방문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가 규칙에
위반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감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존엄성은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인도법을 통해 어떻게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는지 이해한다.
•인도적 활동 종사자들이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 처하게
되는 딜레마를 이해한다.

핵심 정리

목표

ِݸ

모듈

ِݸ

인도법 탐구
소개

ِݸ

EHL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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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계속)

모듈 5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ݸ
탐구

ِݸ

개념

목표

ِݸ

길잡이 질문

핵심 정리

인도법 탐구
소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동할 때, 그의
관점과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
으로 제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ݸ

모듈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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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 종료

타인의 인식을 향상
시키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가?

인간존엄성

지역사회 역량과 자원

프로젝트 목표

대상 시민

청소년 동원

개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탐구

ِݸ

길잡이 질문

목표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본다.

•학습내용을 활용하여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구성해 본다.

ِݸ

모듈

ِݸ

인도법 탐구
소개

핵심 정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동할 때, 그의
관점과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
으로 제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ݸ

EHL
ِݸ

ِݸ
ࣶы৾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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ੲҽഋխ
본 문건과 기타 관련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출판물 복제 과정에서 사용될 디자인 파일을 ICRC에서 얻을 수

(ICRC)에 있다. 본 문건 및 기타 관련 자료의 복제나 추가적 사용(

있다. 그러나 디자인 파일에 포함된 사진, 지도, 동영상 화면, 로고,

원문건 및 관련 자료를 변형 없이 배포하는 경우는 제외)은 엄격히

도표, 서체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복사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어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재의 저작권에 따라 최대 인쇄 부수 협상을 마친 ICRC에 반드시
사용 허가를 구해야 한다. 최대 부수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관련

ِݸ

- 비상업적, 교육적 목적에 한해 본 문건이나 기타 관련 자료의

에이전시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전체 혹은 부분 복제, 번역, 요약본을 다른 출판물에 게재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용 용도나 개작에 대해 ICRC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은 국제인도법 및 국내법 아래 보호를

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는다.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 의해 명백한 허가를 받지

ِݸ

않은 무단 사용은 표장의 남용으로 여겨진다. 본 표장의 무단
- ICRC는 서면 동의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용 용도 및 개작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의도를 감안하여 본 문건이나 기타 관련 자료의 복제, 번역,
요약본에 로고의 의무적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 ICRC의 명백한
승인 없이 본 문건이나 관련 자료의 복제, 번역, 요약본에 ICRC

ِݸ

로고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 또, 본 문건이나 기타 관련 자료의 복제, 번역, 요약본에 자신의
고유 로고와 함께 ICRC 로고를 함께 쓰고자 하는 각국 교육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적신월사는 반드시 ICRC로부터 명백한

ِݸ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ICRC는 본 문건이나 기타 관련 자료의
복제, 번역, 요약본에 상대방의 로고와 ICRC의 로고를 나란히
표시하는 것을 승인할 때 개별적인 건마다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ݸ

EHL

인도법 탐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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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인도법탐구
Exploring Humanitarian Law

ߣأఋҮड

무력충돌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지를 알아내기 위한 개론적 토론

4

무력충돌의 최소화

ِݸ

개념

ِݸ

이미지와 인식

ߣأఋҮૌ১ढ

ૌ১ढ

인간존엄성

ِݸ

배양할 능력
토론
경청하기

ِݸ

정중한 태도로 이의를 제기하기
근거를 제시하여 의견을 뒷받침하기

ِݸ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앞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가르칠 것을
권고함.

EHL

인도법 탐구
인도법 탐구 : 이미지와 인식

3

교사는 이 탐구를 통해 학생의 태도와 지식 수준 정도, 즉

시간이 있으면 15분 분량의 선택적 활동인 “왜 전쟁을 금지하지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않는가?”를 이 탐구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질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탐구는 교사와 학생이

등장하는 다른 탐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는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답’이 없으며 참가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ݸ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목표

ِݸ

•국제인도법의 바탕에 깔린 핵심 질문을 인식한다.
•국제인도법을 탐구하는 동안 등장하는 어떤 질문도 쉬운 답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ߣأఋҮૌ১ढ

ߣأఋҮૌ১ढ

•인간존엄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를 정립한다.

ِݸ

i.1~2

교사자료
i-1 인도법탐구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
i-2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ݸ

준비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3(“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7(쓰기와 생각하기), 8(인터뷰)를
검토한다.

ِݸ

시간
45분/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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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학생들에게 이번 토론의 목적은 단지 국제인도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것뿐이라고 말해준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토론에 등장하는 문제가 거북하게 느껴지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준다.
다음과 같이 토론 규칙을 정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태도를 가진다.

ِݸ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유롭게 이견을 제시하되, 동료 학생들과 그들의 의견에 대해 예의 바른

ِݸ

ߣأఋҮૌ১ढ

1. 탐구 시작(5분)

2. 토론 시작하기(5분)

ِݸ

국제인도법은 생명과 인간존엄성 보호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간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의 핵심이다.
“인도법탐구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에서 인간존엄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교사자료

ِݸ

i-1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어와 문구가
들어있는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ݸ

3. 토론 계속하기(25분)
다른 질문들을 선택하여 토론을 계속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

4. 마무리(10분)
인간존엄성과 무력충돌 개념을 서로 연관 지으면서 토론을 마친다.
[예시질문]

<참조>

> 무력충돌은 민간인과 전투원의 인간존엄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국제인도법 프로그램에서
“무력충돌”과 “전쟁”

학생들에게 서로 협조하여 ‘인간존엄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 이 정의를 기록하고

이라는 용어는 대체어로

게시하여 프로그램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된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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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인간존엄성의 개념은 인도법의 핵심이며 인도법탐구 전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접하게 될 것이다.
•인도법탐구에 등장하는 질문 중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나 쉬운 대답이 없는 것들도 있다.

ِݸ

인도법탐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질문을 파악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참조>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위한 코너’

ِݸ

학생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 사람은 누구인가?”나 “왜 그냥 전쟁을

ߣأఋҮૌ১ढ

ఋҮ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간단한 대답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답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ݸ

이러한 질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교실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위한 코너’라고 부른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런 질문 목록을 전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한다.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순간에 특정한

ِݸ

질문을 다시 살펴본다.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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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료(1/2)

ߣأఋҮܮडӘਟૐޔ
인간존엄성
> 인간존엄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전쟁

> 오늘날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 과거의 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전쟁이란 무엇인가?

> 무력충돌에서 어떤 무기의 사용은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ݸ

전쟁의 수단과 방법*

ِݸ

>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T.
ߣأఋҮૌ১ढ

i-2

> 어떤 전투방식은 무력충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ݸ

‘적’에 대한 개념
> ‘적’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 무력충돌 시에 적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가?

ِݸ

민간인
> 민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 무력충돌 시에 민간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민간인도 공격대상이 되는가?

ِݸ

>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 민간인이 상대편 전투원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
> 민간인이 적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면?
아동
> 소년과 소녀가 무리지어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부상 당한 전투원
> 부상 당한 상대편 전투원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체포된 전투원
> 체포된 상대편 전투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그 사람이 당신 가족 중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포로를 고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허용될까?

*전쟁의 특정한 수단(무기)과 방법(양식)을 규제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인도법의 두 가지 근본적인 규칙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첫째,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 유발 금지와 둘째, 무차별적 공격 금지다. 이러한 규칙을 근거로
특정 유형의 무기는 금지 (생물무기, 화학무기, 대인지뢰 등) 또는 제한되었고(소이성무기 등), 특정한 전쟁방법도
금지되었다(생존자 말살 명령 또는 협박, 민간인에게 테러행위를 하거나 민간인을 굶기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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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료(2/2)

ߣأఋҮܮडӘਟૐޔ
여성
> 여성이 전투에 가담하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칙이 필요할까? 여성은 어떤 유형의 도움이 필요한가?

ِݸ

그 외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
> 전시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또 있는가? 누구인가? 이유는?
전시에 보호를 받는 장소

ِݸ

> 공격을 금지해야 할 장소가 있는가?

T.
ߣأఋҮૌ১ढ

i-2

>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왜 공격을 금지해야 하는가?
>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 종교와 관련된 장소를 공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ݸ

>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 주민의 주택, 마을, 공공건축물을 파괴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ݸ

법
> 법이란 무엇인가?
> 법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ݸ

>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면 그런 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구호단체
> 전시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조직을 알고 있는가?
> 어떤 단체가 있는가? 그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인간존엄성
> 무력충돌 시에 인간존엄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EHL

인도법 탐구
인도법 탐구 : 이미지와 인식

8

ِݸ
أબਿੳҔ

ߌҔਿਿޑגй
ߌҔਿ٢ۣܾޑגй
ߌҔגপټ೬ਲ਼கࣶגй
أબਿੳ೪ޑہحй

EHL

인도법탐구
Exploring Humanitarian Law

أબਿੳҔ

4

1-2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1차시)

17

1-3 방관자의 딜레마 (1차시)

21

ِݸ

1-1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차시)

ِݸ

탐구 (3차시)

أِݸબਿੳҔ



ِݸ

개념

ِݸ

방관자
인도주의적 행동
사회적 압력
모듈 공통 사항

ِݸ

인간존엄성
인도주의적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딜레마
결과
다양한 관점

ِݸ

배양할 능력
관점 정립
롤플레잉
이야기 분석
스토리텔링
딜레마 분석
결과 예측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앞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가르칠 것을
권고함.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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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1-1은 전쟁 및 기타 폭력 상황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거나

각 이야기들에 첨부된 <참조>에는 특별히 눈여겨볼 핵심 내용

평소였다면 기꺼이 나서서 돕거나 보호하려 애쓰지 않을 사람

을 정리해 놓았다. 3단계 “이야기 탐구”에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들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이나

유용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이야기들을

손실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선택한다. 학생들에게 행동할 용기를 내는 과정이 어떻게 발전

맞춘다.

되는지를 보여줄 교수법(롤플레잉, 소그룹 토론, 분석, 발표)을

ِݸ

다양하게 사용해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도
이 이야기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공통된 패턴이 없다. 각

여러 유형의 방관자들의 경험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험할

이야기의 세부 사항, 즉 시간과 장소, 폭력의 형태(무력충돌,

수 있을 것이다.

인종 범죄, 청소년 갱단), 보호자의 국적 등이 제각기 다르다.

أِݸબਿੳҔ



ِݸ

목표
•방관자가 다른 이들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한다.
•폭력 상황 속에서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한 방관자의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ݸ

1-1

교사 자료

1-1

학생 자료

ِݸ

이야기 배경

이야기들

1-1-1

벤치에 홀로 앉은 소녀

1-1-4

1-1-2

스텝 바이 스텝

1-1-5

스텝 바이 스텝

1-1-3

용감한 가게 주인

1-1-6

용감한 가게 주인

벤치에 홀로 앉은 소녀

준비

ِݸ

이야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순서를 정한다.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5(롤플레잉),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 9(
소그룹 나누기), 10(이야기와 뉴스 수집)을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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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주제 소개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토론하게 한다.
> 생명이나 인간존엄성이 위협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험하거나 사람들이 꺼리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2. ‘방관자(bystander)’ 정의하기 (5분)
‘방관자’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에서는 ‘방관자’를
다른 이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은 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ݸ

사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방관자도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

ِݸ

أِݸબਿੳҔ

1. 브레인스토밍 (5분)

3. 이야기 탐구 (30분, 선택한 이야기와 사용될 교수법에 따라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음.)

ِݸ

교수법 제안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은 이야기를 읽고 토론한 뒤 다른 그룹에게 읽은

1-1-1~3

교사자료

이야기를 들려 준다.
1-1-4~6

학생자료

ِ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극화해보도록 시킨다. 복수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인물 역할을
맡아보게 하고 서로 동기부여가 어떻게 달랐는지 검토해보게 한다.
•그룹에게 이야기를 크게 소리 내어 읽어준다. 이야기 속에서 ‘결정의 순간’(

)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멈춘 뒤 학생들에게 등장 인물들의 다음 행동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항상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있다. 종종

> 이야기 속의 사건은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가?

하나의 이야기, 한권의 책

> 이 상황 속에서 등장 인물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은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가?

또는 한 사람때문에 인류애와

> 구호자들은 어떤 장애물에 직면했는가?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생명을 위한 다른 선택을 할

> 방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수 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 어떤 압력과 위험이 있었는가?
> 방관자의 행동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후에는 어땠는가?

4. 마무리 – 최종 수업 후 진행 절차 (5분)

– 엘리 비젤의 말을 인용. 캐롤
리트너, 손드라 마이어스(편집), 『
도움의 손길을 만들어 내는 용기:
홀로코스트에서 유태인을 구해낸
사람들』

“악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학생들에게 구호 행동이 늘 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상기시킨다.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공범

학생들에게 다음을 시킨다.

이 되고 만다.”

• 탐구한 실화 속의 상황을 요약해보기.
• 방관자가 넘어서야 했던 장애물, 그들이 감수한 위험, 타인의 보호를 시도하던 중 겪게 된 일들을 검토해보기.

– 에길 아르비크,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 회장, 1986년
노벨평화상 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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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ݸબਿੳҔ

[예시질문]
> 학교나 동네에서 혹은 가족들로부터 방관자가 타인의 생명이나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ݸ

어빈 스타우브라는 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방관자의 영향력에 대해 쓴 다음 진술문을
읽어준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이야기들을 읽고 다음 진술문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를
생각해보게 한다.

ِݸ

방관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사건의 의미를 정의하고, 다른 이들이 동정 혹은
무관심을 보이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한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행동에서 단 한 번만 이탈해도 관습적 순응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방관자 한 사람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설득하면 사람들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을 도울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ݸ

심지어 한 정부의 행동에도 방관자들, 개인들, 집단들, 혹은 다른 정부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어빈 스타우브, 『악의 근원』

ِݸ

!

핵심 정리

“모든 이슈들이 나에게 직접

•보통 사람들은 폭력 상황일 때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였다면 기꺼이 나서서 돕거나
보호하려 애쓰지 않을 사람들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 어떤 마을에서 재판도

•방관자들은 종종 개인적인 위험이나 손실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없이 사람들이 구금됐다는

•보통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동에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ݸ

어쨌거나 나에게 개인적인

맞설 수 있다.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저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다.”
-앰네스티 액션, 보츠나와
고등법원 판사 Unity Dow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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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실화를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본 실화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누군가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이 무력충돌이나 기타 폭력 상황으로 인해 위협당하고 있다.
각 이야기 속 방관자는
•일반인이다.
•자신의 생명과 안녕이 위험에 처해진 경험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거나 평소 같으면 돕거나 보호할 마음이 없을 타인의 생명이나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다.

ِݸ

أِݸબਿੳҔ

이야기

ِݸ

이 이야기들 중 몇 개를 골라 수업에 사용한다. 교사 본인이 아는 유사한 이야기로 대체해도 된다.
각 이야기는 인도주의 관점 탐구에 유용한 여러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아래 표에는 각 이야기의
내용과 사용 용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 탐구에 최적화된 이야기 배치 순서와 학생들의 이야기
분석과 체험을 도와줄 기타 활동들도 추가되어 있다.

이야기 제목

위협적인 시위자들 때문에

벤치에 홀로 앉은 소녀

사용 순서 및 활동 제안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환경 속의 피해자와

ِݸ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

ِݸ

이야기 내용

동질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좋은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
청소년 폭력

용감한 가게 주인

자기 이해(利害)를 넘어선
인도주의적 대응

스텝 바이 스텝

ِݸ

인도주의적 행동의 발달

사례를 통해 구호자의
인도주의적 행동이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분석하기 좋은 사례
– 학생 참여자 네 명과
롤플레잉을 해보기에 적당한

<참조>

이야기

이야기 자료를 제공한다. 일부
이야기들에서는 미리 제시된
‘결정의 순간’들이 아래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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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사용 순서 및 활동 제안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체험해본다.

ِݸ

“벤치에 홀로 앉은 소녀” 또는 “용감한 가게 주인”

1-1-1,3

1-1-4,6

학생들에게 이야기의 성격과 유사한 경험(학교 등교 첫날 혹은 전학 첫날, 낯설거나 적대적인

ِݸ

분위기의 동네에 있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하며 시작한다. 이런
상황들에서 가질 법한 생각이나 느낌,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취합하고 목록으로
만들어본다.

교사자료
학생자료

أِݸબਿੳҔ





“제대로 저항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도 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선택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 속에서 위험에
처한 젊은이가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써보게 한다

- Ervin Staub, 『악의 근원』

ِݸ

학생들의 반응 위주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학생들이 이야기 속의 위험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구호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적어보라고 한다. 가게 주인이나 그레이스
로르히가 직면했던 상황은 어땠는가? 이들은 어떤 위험 혹은 압력과 맞섰는가? 각각의 상황에서

ِݸ

두 사람이 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예시질문]
> 구호자가 직면했던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각각의 인물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ݸ

> 위험을 초래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 인도주의적 행동이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 기술학교 남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모여 있던 군중은 왜 그레이스 로르히가
엘리자베스 에크포드를 보호하려고 할 때 막지 않았을까?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한 가게 주인이나 그레이스 로르히에게 어떤 자질이 있었는지 토론하게

“투옥 시절 동지들과
내가 한계 상황까지 몰린,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도
나는 간수들 중 한 명으로
부터 짧은 순간이나마 실낱
같은 인간애를 발견했다.
그것만으로도 안도하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했다.”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으로부터 유사했던 경험을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 Nelson Mandela,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학생들 중 누구 하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학생이 있는가?
그때 어떤 행동을 고려했는가?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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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의 점진적인 행동변화가 인도주의적 대응력의 축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스텝 바이 스텝”– 소그룹으로 나눠 롤플레잉하기

1-1-2

1-1-5

> 생명이나 인간존엄성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고, 위험하고, 꺼려지는 일을 하는
[예를 들어, 개인의 용기, 강한 도덕적, 종교적 믿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
비슷한 고난을 겪어본 개인적 경험]
학생들에게 수업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도출해 보라고 격려한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 한 명을 맡도록 시킨다). 맡은 등장인물이 되어 상상해 보라고 시킨다.
그 인물이 당시 했을 법한 생각이나 느꼈을 기분을 적어보게 한다.

ِݸ

5분 정도 지나면 맡긴 역할별로 그룹을 나눈다. 같은 등장 인물을 맡은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

ِݸ

“스텝 바이 스텝”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네 가지 역할을 분담시킨다(학생 한 명에게

“악처럼 선의도 종종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영웅들도 발전을 거듭한다.
그들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구호자들도 처음엔 아주 작은
약속,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하루나 이틀 정도 숨겨주는
정도의 약속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한 발자국을 떼고
나면 스스로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ݸ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학생자료

ِݸ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대응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한다.

교사자료

أِݸબਿੳҔ





-Ervin Staub, 『악의 근원』

학생들에게 소그룹에서 다음 질문을 토론해 보라고 시킨다.
>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ݸ

>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의 각 전개 시점마다 어떤 희망과 공포를 느꼈는가?
학생들에게 상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게 한다.
롤플레잉 연습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1942년 점령 폴란드 시절, 제레지와 스테파는 몇 달 동안 단칸방 아파트에 이레나를 숨겨주었다. 오늘
저녁, 퇴근해 돌아온 제레지는 위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을 알아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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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 후, 토론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그들이 한 선택과 그로 인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보게
한다.
[예시질문]

ِݸ

>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다른 세 명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호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 개입을 하게 되었는지 추적해 본다.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토론시키며 개인적 차이(예를 들어 개인의 기질)가 위험 상황에서 각기 다른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ݸ

이해시킨다.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불행한 이웃을 대신해 나선
이의 저항이 효과가 있음을
배웠다. (중략)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그래도 희생자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므로 그
노력만으로도 유익하다.”

أِݸબਿੳҔ



- Elie Wiesel, 《뉴스데이》 기고문

> 각 인물들은 어떻게 이레나의 생존에 기여했는가?
> 한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ݸ

> 모든 사람이 타인을 돕는 데 필요한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야기 제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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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 주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주다. 아소칸의 주도는 최대
도시인 리틀록이다. 1950년대 후반 아칸소의 인구 중 77%는
백인이었으며, 나머지 23%는 흑인이었다.

이야기관련 사건배경
대법원 판결에 따라 리틀록 시 교육 위원회는 이 도시의 모든
백인 전용 2차 교육기관들이 이제 흑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1954년 이전만 해도 미국 남부 학교 대부분에서 인종격리 정책이
다닐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보다 재정이
취약했다. 수리해야 할 것도 많았고 기본적인 학교 기자재도
부족했다. 1954년 미 연방대법원은 인종격리 교육이 불법이라는
신중하게’ 흑인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전날, 학교모임에서 흑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교감으로부터
아이들의 등교길에 동행하는 부모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아칸소 주지사는 리틀록에 폭동의 위험이
있다며 주방위군(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군병력)을 배치시켰다.
주방위군은 흑인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백인 전용’학교가 ‘서두르지 않고

학생들이 리틀록센트럴고등학교에 등록하기로 했다. 등교

ِݸ

시행되고 있었다. 흑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1957년 9월 개학 첫날, 아홉 명의 흑인

أِݸબਿੳ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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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백인 군중이 학교 주변에 운집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ݸ
ِݸ
ِݸ

In the 1950s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ARKANSAS
Little Rock

MEXICO
PACIFIC
OCEAN

ATLANTIC
OCEAN

GULF OF
MEXICO

출처 : 인포플리즈 (http://www.infoplease.com), 펑크앤와그널스 (http://www.funkandwagnalls.com),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대니얼 부어스틴, 브룩스 켈리, 루스 부어스틴, 『미합중국의 역사』, 진앤컴퍼니, 렉싱턴(매사추세츠), 1981. 데이지 베이츠,
『리틀록의 긴 그림자』, 데이비드 맥케이, 뉴욕,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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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무렵, 폴란드의 영토는 대략 37만5천

독일군과의 싸움에 총력을 기울인 폴란드 지하군은 특히

평방 킬로미터였다. 폴란드 영토의 일부는 독일 나치군과 소련이

바르샤바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41년 6월 나치군이 소련 본토와

점령하고 있었다.

소련군이 점령한 폴란드 영토를 침공했으며, 6월 말 무렵에는
폴란드 전역이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폴란드에서 독일, 러시아,

ِ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수 인종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박해 받고 추방 당한 유태인들이
폴란드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그곳에서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교리대로 살아갔고 독자적인 학교를 세웠다. 유태인들은

ِݸ

폴란드 위정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것이 대규모의
유태인 사회가 폴란드에서 번성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즈음엔 폴란드에 사는 유태인의 숫자가
거의 335만 명이나 되었다. 그 중 전쟁에서 살아남은 폴란드
유태인은 9만 명에 불과하다.

이야기관련 사건배경
나치군은 폴란드에 무수한 강제수용소를 세웠다. 이 수용소들은
폴란드 유태인과 독일 점령에 반대하는 폴란드인,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유태인들을 몰살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أِݸબਿੳ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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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사뱌 게토로 알려진 특별 분리 구역에 45만 명이나 되는
바르샤바 거주 유태인들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강제수용소로 강제 추방되었다.

ِݸ

1944년 8월 1일 폴란드 지하군이 전술을 바꿨다. 나치군에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3주도 못되어 소련이 쳐들어오자 폴란드 정부는
런던에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병력 대부분은 다른 유럽 국가로
옮겨 독일군과의 전쟁을 계속했다.

공개적인 무력 투쟁을 개시한 것이다. 10월 2일 폴란드 지하군
수장이 항복했다. 수장이 항복한 직후 나치군은 바르샤바 주민
대부분을 독일의 수용소로 보내거나 폴란드의 다른 마을과
도시로 강제 이주시켰다.

ِݸ
ِݸ

LATVIA

In 1944

LITHUANIA

BALTIC SEA

GERMANY

GERMANY

SOVIET
OCCUPIED
Warsaw

POLAND

CZECHOSLOVAKIA

USSR

GERMAN
OCCUPIED

POLAND

ROMANIA

출처 : 인포플리즈 (http://www.infoplease.com), 펑크앤와그널스 (http://www.funkandwagnalls.com),
브리태니커 백과사전(http://www.britannica.com),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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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이다. 이 나라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는
방콕이다. 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만 해도 태국 경제는 농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최근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이 같은 변화로 국가의 전반적인 부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다. 환경 문제와 사용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의 노숙자들이 늘었고 범죄도 증가했다. 또한
방콕과 기타 도시 지역에서 청소년 갱단 문제가 점점 커졌다.

ِݸ

무수한 태국인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야 했던 것이다.

أِݸબਿੳ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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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ݸ
ِݸ

MYANMAR

ِݸ

In the 1990s

CHINA
VIET NAM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AILAND
Bangkok

CAMBODIA
ANDAMAN
SEA

GULF OF
THAILAND

SOUTH
CHINA
SEA

출처 : 바버라 레이치 레포(편집) 『태국: 국가 연구』, 연방조사부, 국회도서관, 워싱턴DC, 1987년 9월 (http://lcweb2.loc.gov/frd/cs/thtoc.html#th0046),
인포플리즈 (http://www.infoplease.com), 펑크앤와그널스 (http://www.funkandwagna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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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가 자리를 피할 수나 있을지, 그것도

불확실했어요. 내 생애 그렇게 긴 길은 처음

센트럴고등학교에 들어서면 길거리가 피로

물들 것이다.”고 말했다.

다가갔는데 그는 그저 앞을 똑바로 응시한

채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했다. 엘리자

베스 에크포드는 그 아홉 명 중 하나였다.

인도법 탐구
탐구 1-1 :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줬어요. 나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군인이 총검을 위로 치켜들었어요.

들에게 부모들이 학교에 나타나면 폭도들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교길에 아이들

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친절해 보이는

얼굴을 찾으려 애썼지요. 어느 나이 든

여인과 눈을 마주쳤지만, 그 사람은 그저

그들의 등교길에는 변호사가 대동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전 합의된 내용을

몰라서 혼자 오게 되었다.

보였어요. 그 벤치로 달려가 거기에 앉았죠.”

내렸을 때 엘리자베스는 성난 백인 군중들과

사람들 중 일부가 엘리자베스의 뒤를 쫓아

벤치까지 따라와 “저 여자애를 나무에

매달자!”고 소리를 질렀다. 엘리자베스의

아칸소 주방위군을 목격했다. 엘리자베스는

학교 정문까지 주방위군 뒤를 따라가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방위군

주지사가 등교를 저지하러 보낸 수백 명의

보니 버스 정류소에 벤치가 있는 게

막지 않았을까?

أِݸબਿੳҔ

ছӘ

센트럴고등학교 근처에 도착해 버스에서

1987.

질문 : 군중들은 왜 그레이스 로르히가 엘리자베스를 안전한 곳으로 바래다주는 데도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낯선

시민권 운동 1954~1965』, 펭귄북스, 뉴욕,

출처 : 후안 윌리엄스, 『상에 쏠린 시선: 미국의

탈출했다.

엘리자베스는 버스를 타고 폭도들로부터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엘리자베스 옆에 바짝 붙은 채 걸으며

여성을 바라보다 일어섰다. 그레이스는



저에게 침을 뱉더군요. 길 아래로 내려다

누군가 ‘저 여자애를 죽이자! 죽여버리자!’

서로 만나 학교로 함께 오기로 약속했고,

과 동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아홉 학생들이

군인이 백인 학생들 몇 명을 들여보내

리틀록 교육 위원회는 아홉 학생들의 부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다른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어느 군인에게

군인들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었던 센트럴고등학교가 아홉 명의 흑인

결정을 내렸다. 1957년 개학 때 백인 전용이

아칸소 리틀록 시 교육 위원회는 정반대의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고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깜둥이 학생들이

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로르히라는 백인 여성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와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었다.

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있는 사이 그레이스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며 나를 따라오기

엘리자베스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잠깐의

금지시키자 아칸소 주지사는 그 명령을

회상한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인종격리를

없었다. 그녀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을 금지했었다. 미

ِݸ

리법에 의거해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과

ِݸ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는 뜻이었다.

ِݸ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발길을 돌릴 수 밖에

ِݸ

1954년까지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인종격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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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수형을 당하기까지 했으며,

함께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레나는 ‘나는 당신에게 짐밖에

되질 않아요. 내가 떠나겠어요.’라고 말하곤

했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여기 있었고 아무

구하려는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카톨릭 신자이며 공장 노동자였던 스테파도

알지 못하는 유태인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그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라민스키는 스테파의 남편인 제레지에게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나치군은 바르샤바

전 시민들에게,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제외하고 모두 떠나라고 했다. 이레나에게

이것은 거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였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스테

파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이야기를

연장됐고, 다시 일 주는 한 달이 되었다.

몇 달 후 제레지가 이레나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스테파는 이레나를 집에 숨기겠다고

고집했다. 화가 난 제레지는 집을 나가면서

스테파에게 나치군에게 이레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아들을

이레나에 대해 입만 뻥끗해 보시오. 바로

보살펴주세요.’

옆에 같이 있어줄게요. 내가 사라지면 내

제레지에게 ‘내 권총이 보이시오? 스테파와
아이처럼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당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라민스키는
당신

우리가 피난을 가야 했을때 나는 이레나에게

“나는 라민스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들려주며 스테파는 울음을 터뜨렸다.

는 폴란드 저항군이 봉기했지만 반란은

곳을 마련해 주었다. ‘며칠’은 일주일로

스테파는 어떻게 했는가?

1944년, 바르샤바에서 나치 점령군에 대항하

부탁했다. 부부는 단칸방 아파트에 숨을

AP

أِݸબਿੳҔ

질문: 사람들은 어떻게 저마다 이레나의 생존에 기여했는가?

들어왔을 때』, 옥스포드 대학, 뉴욕, 1986.

출처 : 네크마 테크, 『빛이 어둠을 뚫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나는 이레나가 아이를 잘 돌봐줄 거라는

ছӘ

ِݸ

인도법 탐구
탐구 1-1 :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유대 여성 이레나를 ‘며칠’ 만 숨겨달라고

거에요. 왜 자신을 포기해요?’라고 말했어요.

1942년, 폴란드 지하군 소속이었던 경찰관

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물론 알고 있었어요. 유태인을 숨겨준

있었는가?

ِ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유태인을

ِݸ

스테파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고

감수했는가?

끝장났지만, 라민스키 경관이 우리를 계속

인을 숨겨줬다가 적발되면 죽음을 맞았다.

돌아가라고 말하더군요. 나도 간신히 그녀와

있는 이레나를 보자 그녀에게 아파트로

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결혼 생활은

및 학살 정책을 시행했다. 폴란드에서 유태

스테파는 어떻게 아이를 잃는 위험까지

라고 말했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를 정복했을 때 점령군은 유태인의 노예화

라고 말하면서요. 독일군이 아이와 함께

ِݸ

EHL

일종의 경고로 광장에 그 시신을 걸어두기도

죽은 목숨일 테니. 머리부터 쏴버릴 거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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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घపघ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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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6

인도법 탐구
탐구 1-1 :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실을

알면

도와주었던 것이다.

가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알면서도

구해주었다는

أِݸબਿੳҔ

ছӘ

피해자를

> 각각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며칠 후 그 갱단의 아이들이 자기가

수는 없었다.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두고 볼

그들의 ‘적’을 발견하면 일어날수 있는

아이들이 무리지어 몰려와 가게 안에서

용감한 가게 주인은 아이를 공격한 남자

숨겨주었다.

상인은 재빨리 가게 뒷문을 열어 아이를

아이는 가게 문을 두드렸다.

다 보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점에 매일 오는 단골들이었다.

갔다. 아이의 뒤를 쫓던 남자 아이들은 이

아이는 길 모퉁이의 작은 상점으로 뛰어

불쌍한 소년은 살기 위해 힘껏 달렸다.

내려갔다.

학교 아이를 지목하곤 길 아래로 쫓아

> 문을 두드리는 아이를 봤을 때 가게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ݸ

어느 날 기술학교의 남자 아이들이 다른

ِݸ

질문

ِݸ

EHL

에서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ݸ

방콕의 골목에서는 가끔 갱단 아이들 사이

ِݸ

ਅрйѬબ

1-1-4/6

학생자료

6

Tanchanok Taksiri, Thai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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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도주의적 행동은 개인적 위험이나 손실을 동반할 수

재연하고 분석했다. 탐구 1-2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이야기의

있다.

핵심인 인도주의적 행동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행동의 정의를 내리고 이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해준다.

위험과 장애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학생들은 무력충돌

인도법 탐구에서는 ‘인도주의적 행동’을 ‘모르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인도주의적 행동의 사례를 조사한다.

평소였다면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그리고 이러한 인도주의적 행동을 실천했던 이들이 마주쳤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위험과 장애요소들에 대해 토론한다.

정의한다.

ِݸ

목표

ِݸ

탐구 1-1에서 학생들은 방관자의 몇 가지 이야기를 읽고,

أِݸબਿੳҔ





•인도주의적 행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생명 및 인간 존엄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압력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언론보도와 일상생활에서 인도주의적 행동을 살펴본다.

ِݸ

1-2-1

학생자료
1-2-1 “전쟁현장의 목소리 1”

ِݸ

준비
다음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ݸ

1. 인도주의적 행동의 특징
2. 사회적 압력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7(쓰기와 생각하기), 10(이야기와 뉴스 수집)를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인도법 탐구
탐구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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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ݸબਿੳҔ

1. 인도주의적 행동의 개념 (15분)
인도주의적 행동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탐구 1-1에 나타난 각각의 이야기에서
사례를 찾아내도록 한다.

ِݸ

인도주의적 행동의 특징
•생명 및 인간 존엄성 보호
•주로 모르는 사람이나 평소 같으면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 행해짐.
•개인적인 위험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음.

ِݸ

인도주의적 행동은 사회적 압력에 반하여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사회적 압력 도표’를
사용하여 사회적 압력이 인도주의적 행동에 얼마나 긍정적,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ݸ

[도표]

사회적 압력
보호에
부정적

보호에
긍정적

ِݸ

<––––––––––––––––––––––––––––––––––––––>

탐구 1-1에서 살펴본 이야기 혹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ݸ

> 해당 행동을 도표상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 생명 혹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데 있어 사회적 배경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예: 무관심을 조장하는 사회적 압력이나 가해에 동참하도록 조장하는 사회적 압력 하에서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예시질문]
> 다른 방관자들은 왜 돕지 않았는가?
> 한 사람의 방관자가 취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가?
> 이야기에 등장하는 방관자는 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가? 도움을 베풀기 위해
방관자는 어떠한 사회적 압력에 대항해야 하는가?
>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문화, 계급, 종교가 영향을 미쳤던 역사 속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 사회적 압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나타내는 사례가 있는가?
이미 분석한 이야기를 참고하거나 학생들이 알 만한 사례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EHL

인도법 탐구
탐구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참조>

필요하다면 먼저 학생들과
한 가지 발췌문에 대해
토론하여 전쟁 상황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행동의
실천을 가로막는 압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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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2. 최근 무력충돌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고찰 (15분)
“전쟁현장의 목소리 1”을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발췌문을 나눠주고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해 묘사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당 행동을 ‘사회적 압력 도표’상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질문]
> 위험에 처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일 경우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ݸ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 왜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왜
우리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말하지만, 나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므로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적어도 군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그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ݸ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자료

ِݸ

학생들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1-2-1

أِݸબਿੳҔ





– 전쟁 피해자

인도주의적 행동의 세 번째 특징, ‘개인적인 위험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가?
[예 : 감정적,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위험]

“프랑스 대혁명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구했던 스칼렛 핌퍼넬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의 성품이 그러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ݸ

[예시질문]

ِݸ

3. 행동 결정시 어려움 예측 (10분)

– 미국 학생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인도주의적 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과 위험을 열거하게 한다.
학생들이 각 개인의 인간성, 개인적 환경이 인도주의적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도록
유도한다.

4. 마무리 (5분)
인도주의적 행동의 특성을 검토하면서 마무리한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제시한 사례와 함께
각각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다.

!

핵심정리

•인도주의적 행동이란 생명이나 인간 존엄성이 위험에 처한 사람, 특히 평소였다면 기꺼이
나서서 돕거나 보호하려 애쓰지 않을 사람이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 개인적인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주의적 행동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 특히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연관될 경우
실행에 옮기기 힘들 수 있다.

EHL

인도법 탐구
탐구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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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인간적으로

그들은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그에게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다.

인도법 탐구
탐구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것이었다.”

사람 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신념에

– 종교 지도자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배급 쌀 중 반을 줄게요’라고 말하고
반을 내주었다. 그녀는 고맙다고 하고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나처럼
좋은 군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는

보니 그 중 한 명이 회교도였다. 나는

급히 신분증을 돌려주고 차를 돌려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가 회교도라는

나는 ‘주전자만 있고 쌀은 없으니 내

한대 다가와 멈췄다. 신분증을 확인해

7 “14살 때 검문소를 순찰 중이었는데 차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왜 전쟁터로 돌아가느냐고 묻자, 그녀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은 항아리뿐이었다.

적이 있는데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쌀

병사들에게

필요한

أِݸબਿੳҔ

캠페인관련 자료 중 발췌

출처 : ICRC의 “전쟁 중인 사람들, People on War”

–어떤 어머니

했다.”

돌아온 아들은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패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를 잃은 울분에 ‘그들을 두들겨

감옥에 넣은 적이 있었다. 아들은

11 “내 아들은 길 잃은 사람 7 ~ 8명을

– 전쟁 미망인

있었다.”

의사 치료 및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방송국 사람들이 촬영을 했으며 그들은

데려갔다. 병사들이 국경을 넘을 때

감사해했으며 우리는 그들을 국경으로



– 언론인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내건

있는데 그는 내 친척 한 사람을 죽인

9 “아이와 함께 피난 중인 여성을 만난

사람들은

도움을 모두 베풀었다. 그들은 매우

마을

적이 있는데, 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 “도주중인 패잔병들이 우리 마을을 지난

– 군인

것이었다.”



따라 그를 도왔다. 그리고 그는 내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3 “폭격으로 집이 파괴된 사람을 도운 적이

– 군인

생존해 있다.”

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6 “인도주의 단체의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

을 지켜주었다.”

– 어떤 여인

막을 수 있었고, 그 민간인들은 여전히

지시했다. 총으로 위압하니 그 병사들을

그는 나에게 총을 건네주며 막으라고

내가 지휘관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하자,

떠나기를 바랬으나 우리 아버지는 그들

– 전직 전투원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으며 나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을 죽이거나 그들이

종교적인 신념은 전쟁 포로를 죽이거나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 가족을 지켰

놔두지 않았다. 나에게 총까지 겨누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의사에게 데리고 가 보살펴줬다. 우리의

관여한 사람들이었으나, 우리는 그들을

2 “우리 마을에는 적군 측의 가족이 살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

5 “우리는 부상당한 적군을 많이 생포했다.

남편을 도왔다. 그를 만나고 싶다.”

– 전쟁 중 남편이 실종된 한 여인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병사들이 명령에

민간인을 마을로부터 감옥으로 끌고

8 “우리 군 병사 중 다섯 명이 500명의

– 전직 전투원

행동했다.”

가지고 자란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했다. 나는 훌륭한 집안에서 신념을

없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 병사

내릴 권한이 없었지만 우리와 함께라면

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아무도 모르게

그는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대해주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결정을

1 “적군이 내 남편을 끌고가 수용소에 가두

대했다. 그들을 풀어줄 수는 없었지만 잘

그들을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기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ݸ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들은 인도주의적

ِݸ
것을 보고하면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

ِݸ

4 “우리는 나이 많은 적군 포로와 민간인과

ِݸ

최근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직접

ِݸ

ੴ੧ഀਿ࣒ܶ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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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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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한 모든 관련인물들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행동

마주하게 되는 장애와 위험, 그들이 최종적으로 취하는 행동의

목표와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즉각적, 장기적 영향 및 여파의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행동을

대부분의 인도주의적 행동은 딜레마를 낳는다. 하지만 학생들이

탐구하였다. 탐구 1-3에서는 인도법탐구의 딜레마 교수법을

분석에 앞서 인도주의적 행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해 더욱 더

내용이므로 딜레마 교수법은 모듈 초반에는 강조되지 않는다.

탐구한다. 학생들은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인도주의적 행동을

실제, 인도주의적 행동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많다.

목표

ِݸ

•생명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방관자로서 목격하는 상황에서는 복잡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딜레마 분석방법을 학습한다.

1-3-1,2

ِݸ

탐구 1-1과 1-2에서 학생들은 행동에 나서기 전 방관자가

أِݸબਿੳҔ





학생자료

ِݸ

1-3-1 딜레마 시나리오 : “그는 단지 재미로 그런
것이었다.”
1-3-2 딜레마 워크시트

ِݸ

준비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4(딜레마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을 검토한다.

ِݸ

시간
45분/1차시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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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레마 개념 소개 (10분)
딜레마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익숙한 문구를 활용한다.
[예: “해도 하지 않아도 망하기는 마찬가지”, “진퇴양난” 등 각 문화권에서 익숙한 문구]

ِݸ

딜레마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고 왜 그러한 상황이
딜레마인지 설명하게 한다.
딜레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몇 가지 대체적 행동(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포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ݸ

•모든 선택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ݸ

•모든 선택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모든 선택의 결과가 불투명하다.
모듈에 제시된 이야기 중 하나, 또는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딜레마 상황을 활용한다. 학생들이
그러한 딜레마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을 제시하도록 한 후, 각각의 행동에 다음의 질문을

ِݸ

제기한다.
> 제시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가?
>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가?(야기될 수 있는 연쇄적 파급효과 탐구)

ِݸ

> 그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
> 또 다른 관련인물은 누구인가?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웬디의 인도주의적 딜레마의 복잡성 탐구 (30분)

“그는 단지 재미로 그런 것이었다”에서 웬디의 딜레마 제시

1-3-1

학생자료

학생들이 형무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웬디의 입장에 서보도록 한다. 다음의 주제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바를 써보게 한다.
•자신이 웬디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것인가?
•그러한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각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학생들이 웬디가 처한 딜레마와 방관자로서 그녀의 역할,
그리고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웬디가 그러했던 것처럼 죄수의 상황을 중점으로 시작한다.
예상 질문:
> 웬디와 간수는 죄수의 인간 존엄성에 대해 각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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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딜레마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1-3-2

학생자료

학생들이 대답을 제시하면 그로 인해 다음의 인물 및 상황들에 초래하게 될 결과가 어떨지

•죄수
•수감된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웬디의 희망
•간수의 현재 및 미래의 행동

ِݸ

•웬디의 수감된 친구

ِݸ

물어본다.

أِݸબਿੳҔ





[예시질문]
<참조>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더욱 악화되는 것일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 옆에는 v,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 옆에는 x 표시를 한다.

대해 결정하게 한다. 이유와 더불어 자신이 결정한 바를 글로 쓰게 한 후, 발표하게 한다.

ِݸ

토론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몇 분간의 시간을 주어 이제 자신이 웬디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 지에

ِݸ

> 이러한 선택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은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웬디와 간수를
자신들과 동일한 사회(국가,
민족, 종교, 인종, 문화 등의
측면에서)에 속한 구성원으로,
죄수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배를 받는
다른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해보게 한다.

ِݸ

3. 마무리 : 내적 및 외적 영향 (5분)
학생들에게 다음의 네 가지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무리 한다.
감정과 인식
1 웬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2 간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악의 근원』, Ervin Staub

주변여건(시간제한, 힘의 차이, 장소)
3 웬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반대하지 않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4 간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딜레마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 후, 학생들은 개인의 관점과 외부적 여건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한 사람의 노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핵심정리

•인도주의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행동이 자신과 보호하려는 대상에게 초래하는
개인적인 위해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어떠한 선택이든 관련자 모두에게 복잡하고 장기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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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HL

소리지르는 간수에게 더듬거리며 대답을

했다.

흑인 친구를 면회하러 갔다. 형무소의 백인

관리는 백인은 흑인 수감자를 면회할 수

탐구 1-3 : 방관자의 딜레마

나는 흰 내 피부색으로 인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공범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형무소 출입구로 돌아와 친구를 기다렸다.

다음은 그 후 일어난 상황에 대한 웬디의

그의 두 팔은 다시금 보호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정말 재미있어했다.

관객(나)이 있다는 것이 그를 더욱 즐겁게

한 모양이었다.”

흑인이 눈에 띄었다. 그는 불안하면서도

비굴해 보이는 태도였다. 마치 백인 ‘

주인나리’*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였다. 그는 누가 시킨

팔을 들어 자기 몸을 감싸 안았다. 한 팔은

때릴 것이라 생각한 흑인 죄수는 순간

그는 단지 재미로 그런 것이었다. 간수가

간수는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أِݸબਿੳ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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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코(Biko)』 도널드 우즈, 패딩턴 프레스, 런던,
1978.

•형무소장의 입장

•웬디의 수감된 흑인친구 입장

•죄수의 입장

•간수의 입장

생각해 볼 만한 관점

질문 : 웬디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해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죄수에게 갑자기 위협하는 듯한 주먹질을

곁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듯 하다가,

백인 간수 하나가 나와 그 흑인 죄수

* ‘주인(Baas)’은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백인 압제자를 뜻한다.

다가갈수록 흑인죄수는 움츠리기 시작했고

떨어진 곳에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 젊은

것처럼 거기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렸다.

다시 흑인 죄수를 향해 다가갔다. 그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출입문에서 좀

진술이다.

나를 지나쳐간 간수는 몇 분간 지루해하다가

창피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을 본

웬디는

친구를

허락했다.

알고 있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때문이었는지, 형무소장은 웬디가 흑인

면회하도록

그는 내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웬디의 남편이 지역 일간지의 편집자였기

사무실로

간수는 오던 길로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안내되었다.

싶어하자

없다고 했다. 웬디가 형무소장을 만나고

채, 그 흑인 죄수는 질문과 조롱을 해대며

ِݸ

백인인 웬디는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수감된

ِݸ

복부를 가렸고 다른 한 팔은 머리를 가린

ِ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ݸ

Ӎגૌ۸Ӎۛѥশש

1-3-1

학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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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결정 이유 :

가능한 행동 :

우리가 취한 행동 :

행동 결정 이유 :

가능한 행동 :

ِݸ

행동 결정 이유 :

ِݸ

탐구 1-3 : 방관자의 딜레마

أِݸબਿੳҔ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

ِݸ

가능한 행동 :

٢ۣܾਐ௷डౚ

ِݸ

EHL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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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상황 :

1-3-2

학생자료

6

ಞй
평가 방법
지속적 평가
인도법탐구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업 토론, 소그룹 활동,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등 적극적인

ِݸ

교수법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각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5분 동안 학생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한두 문장의 짧은 대답을 글로
쓰게 한다.

أِݸબਿੳҔ





ِݸ

>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토대로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준다.

ِݸ

학생 과제물 포트폴리오
각 모듈에서 학생들은 인터뷰, 시, 희곡, 미술작업 등으로 개념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ݸ

자료 작성하기 등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각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미술작업, 취재자료와 수업시간에 제시한 언론기사를 모아 각 학생만의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해당학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모니터한다.

ِݸ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샘플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목표
• 생명과 인간 존엄성 보호에 대해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

1. 언론보도 중 인도주의적 행동의 사례를 찾는다.
2.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한다.
> 누구의 인간 존엄성이 위험에 처했는가?
>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 왜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가?

EHL

인도법 탐구
모듈1 : 인도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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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각 모듈의 마무리 질문
모듈 1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수업은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글로 써보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도 좋고(20~30
분), 두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게 해도 좋다(한 질문당 10분).

> 폭력상황을 목격한 방관자의 사례를 자료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이 구상해내어, 사례 속
방관자의 입장이 되어본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어떠한

ِݸ

에세이에 적합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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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렸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ݸ

> 인도주의적 행동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인도주의적 행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와
그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또는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논하라.
짧은 답변에 적합한 질문:

ِݸ

> 방관자, 인도주의적 행동, 딜레마의 정의
> 언론에 등장한 인도주의적 행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이 왜 인도주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라.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그 중의 하나를 수업 전체의 에세이 주제로 선택할

ِݸ

수도 있다. 또는 각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문기사나, 인도법탐구 자료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그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의한다.

ِݸ

평가 기준
바람직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방관자, 전투원, 딜레마, 연쇄적 파급효과 등 인도법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를 제시한다.
•언론보도, 인터뷰, 수업토론 및 독서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위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인도법탐구 자료에 대한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된 것이며, 평가기준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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ର҅ࢉౚ
이야기에 언급된 국가들의 일반정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 (http://www.britannica.com)
•인포플리즈(Infoplease) (http://www.infoplease.com)
•의회도서관 – 국가정보 시리즈(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series)

ِݸ

(http://lcweb2.loc.gov/frd/cs/cshome.html)
•위키피디아(Wikipedia)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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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인도주의적 행동
•알베르트 슈바이처 홈페이지(The Albert Schweitzer Page) (http://www.pcisys.net/~jnf/)
•홀로코스트 구조자들에 대한 교사 가이드(A Teacher’s Guide to the Holocaust: Rescuers)

ِݸ

(http://fcit.coedu.usf.edu/holocaust/people/rescuer.htm)
•유태인 가상도서관: 홀로코스트/구조자(Jewish Virtual Library: Holocaust/Rescuers)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Holocaust/rescuetoc.html)

ِݸ

•피스메이커 히어로즈(Peacemaker Heros) (http://www.myhero.com/peacemakers)
A site by and for young people about their heroes.
•노벨평화상(The Nobel Peace Prize) (http://nobelpeaceprize.org)

ِݸ

이 모듈에서 사례로 활용된 각 국가, 분쟁,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온라인
자료를 참고한다.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소녀 (Alone on the Bench)”
•리틀락센트럴 고등학교 모음집 : 50주년 개교기념(Little Rock Central High School Integration:
50th Anniversary Homepage) (http://www.lrsd.org/centralhigh50th)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멀티미디어 학습센터, 관용의 박물관(Multimedia Learning Center, Museum of Tolerance)
(http://motlc.learningcenter.wiesenthal.org)
•바르샤바 게토 봉기,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
(http://www.ushmm.org/outreach/wgupris.htm)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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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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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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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최소화 (2차시)

4
19

2-3 무기 집중탐구 (1차시)

31

개념

ِݸ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비전투원 (민간인,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투원)
인도법과 인권법의 상관관계
보호
아동에 대한 처우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파급효과

ِݸ

2-2 아동병사 집중탐구 (1차시)

ِݸ

탐구(4차시)

ࢭا۬ޑِݸਿ

ِݸ

ِݸ

모듈 공통 사항
인간의 존엄성
인도주의적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ݸ

딜레마
파급 결과
다양한 관점

배양할 능력
관점 정립
문제 분석
파급결과 추적
범위 추정
해결책 도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앞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가르칠 것을
권고함.

EHL

인도법 탐구 시작
모듈 2 :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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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듈 1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

그런 다음 사진 콜라주를 통해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행한 인도주의적 행동을 살펴

소개시켜준다. 학생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억제하고 생명과

보았다. 모듈2에서는 무력충돌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필요한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한 행동규칙에 초점을

무력충돌에서 비롯된 다양한 경험을 탐구한다.

맞춘다.

ِݸ

이 탐구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ݸ

탐구 2-1에서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 즉 포로로

이러한 규칙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 규칙을 자신들이 제안한

잡힌 군인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학생들은

것과 비교해본다. 이 탐구에서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와

위험에 처한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무력충돌에서 인권법이 어떻게 국제인도법을 보완하는지를

다양한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다.

설명한다.

ࢭا۬ޑِݸਿ



목표
•무력충돌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ݸ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2-1-1,2

교사 자료

2-1-3~7

ِݸ

2-1-1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 내용과
상호보완성
2-1-2 학생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학생 자료
2-1-3 사진 : 눈이 가려진 포로
2-1-4 사진 : 포로들의 행군
2-1-5 사진 콜라주
2-1-6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은 무엇인가?

ِݸ

2-1-7 국제인권선언

준비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육방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5(롤플레잉),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
9(소그룹), 10(이야기와 뉴스 수집)을 검토한다.

시간
45분 x 2차시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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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2-1 :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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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 (5분)
학생들과 모듈 1을 복습한다.
[예시질문]

> 인도주의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가?
> 무력충돌 중에 인도주의적 행동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는 무엇이 더 있을까?

•정부군 간 무력 다툼(국제적
무력충돌)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단체, 한 국가 내
무장단체들간 무력 다툼
(비국제적 무력충돌)

[예 : 복수심, 정보부족, 물자 부족, 두려움, 강력한 증오심 등]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준다.

ِݸ

학생들에게 이 탐구에서는 무력충돌에서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규칙의 예를

ِݸ

> 인도주의적 행동의 특성에 대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무력충돌은 다음을 의미한다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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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로와 추격자의 경험 (20분)

ِݸ

‘방관자’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에서는 ‘방관자’를 ‘다른 이의 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은 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인지하고는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방관자도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
“눈이 가려진 포로” 사진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그 포로나 감시병의 입장이 되었다고
2-1-3

학생자료

ِݸ

상상해보라고 한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게 한다.
[예시질문]
> 포로와 감시병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ݸ

학생이 파트너와 서로 의견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을 하나씩 제안한다.
•그 포로가 여러분의 형제라고 상상해보자.
그 형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가? 그 이유는?
•그 포로가 전쟁터에서 당신의 친구를 죽였다고 생각해보자.
그 형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가? 그 이유는?

“포로들의 행진” 사진을 이용하여 이 과정을 반복한다.

2-1-4

학생자료

그런 다음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무력충돌 중에 포로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포로들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자. 이것이 그들의 처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 포로의 인간 존엄성은 어떤 식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감시병의 경우는?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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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력충돌에서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하는가? (15분)
학생들에게 무력충돌에서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적고 각각의
규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낯선 환경에
처했다는 당혹감과 한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ݸ

이런 상실감 (친구, 가족) 속에
시간의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ݸ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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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로 잡힌 비행기 조종사

4.무력충돌에서 어떤 규칙이 또 필요할까? (10분)

ِݸ

“사진 콜라주 2-1-5”을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사진을 검토해보고 또 다른 규칙이 필요하면 제안해보도록 한다.

2-1-5

학생자료

ِݸ

이렇게 제안한 규칙들로 목록을 만든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제안한 전체 목록에 대해 토론한다. 그룹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규칙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살펴본다.
[예시질문]

ِݸ

> 여러분이 제안한 각각의 규칙이 전쟁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놓을 것인가?
> 그 규칙들을 시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 여러분의 규칙 중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전투원(예. 포로, 부상자, 병자, 난선 당한 전투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5.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을 살펴본다 (15분)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2-1-6

학생자료

토론의 길잡이가 되도록 다음 질문을 사용한다:
> 이러한 규칙 중에 여러분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규칙을 몇 가지 택하고 이런 규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토론해보라고 한다.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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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15분)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법체계, 즉 인권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1-1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세계인권선언’을 제시하고

2-1-7

학생자료

그들의 목록을 세계인권선언에서 파악한 것과 비교해보라고 한다.
2-1-6

학생자료

인권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라고 한다.

ِݸ

학생들에게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은 무엇인가?”에 제시된 보호책에 부합하는

ِݸ

학생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부여되어야 하는 인권에 대해

교사자료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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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합이 존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법 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보호책을 제공하기 때문임을

ِݸ

설명한다. 인권법은 항상 적용되는 반면,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무력충돌 중에는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한 권리 중에 무시해도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ݸ

본다.
[예시질문]
>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특정한 인권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인도법의 규칙은 결코 제한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ݸ

그 이유는? 그 대상이 되는 권리는?
> 이런 인권 중에서 절대로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포로는 네 형제다. 이
사람이 네 수중에 들어오고
너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 사람은
네 자비가 필요한 자니,
너처럼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라고 하지 말라.”

국제인도법의 규칙은 의도적으로 무력충돌이라는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규칙만으로 수립했기 때문이다.

– 예언자 모하메드 (570-632-1D)

7.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외울 수 있도록 한다 (10분)
소그룹 학생들에게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각각을 요약할 수 있도록 짧은 구절이나
슬로건을 만들어서 규칙을 외울 수 있게 만들라고 한다.
[“항복하는 군인의 목숨을 보장하라”,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라”, “표장을 존중하라” 등]

!

핵심 정리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가하고 전투를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이다.
•인권법 또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며 항시 적용되는 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법체계는 상호보완적
이다.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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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상호보완적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폭력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한다.

ِݸ

인권법은 조약이나 관습에 의해서 제정된 일련의 국제법으로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항상
적용된다. 인권법의 목표는 자국 정부의 임의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법은 무력충돌 중에도 계속해서 적용된다.

ِݸ

하지만 어떤 인권법에서는 공적 비상사태 동안에는 비록 엄격하게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까지지만
정부가 일정한 권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이동의 자유, 자유와 안전, 집회의

T.2-1
ࢭا۬ޑِݸਿ

2-1-1

자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긴급상황이나 무력충돌 등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없는 인권의 “핵심”이 있다.

ِݸ

인권의 “핵심”은 다음을 포함한다.
•생명권
•고문금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

ِݸ

•수치스럽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노예화 금지
•범죄를 범한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유죄선고나 처벌 금지
무력충돌 중에는 국제인도법도 효력을 발휘한다. 국제인도법은 특별히 무력충돌 상황에 알맞도록

ِݸ

조약이나 관습에 의해 제정한 일련의 규칙이다. 국제인도법의 목적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전쟁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인도법의 규칙은 절대로 제한 또는 중지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제인도법이
무력충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근본적인 규칙으로서, 필연적으로 인권의 “핵심”도
포함한다.

인권법

국제인도법

법의 성격

권리의 주장

교전당사자의 행동규범

적용시기

항시

무력충돌 시

“핵심” 인권을 제외하고 공적
비상사태 중에는 가능

불가능

보호 대상

정부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개인

적용 대상

정부

정부, 무장단체, 개인

제한 및 중단
가능 여부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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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Human Rights Law,HRL)
최초 인권법의 기원은 18세기 후반, 즉 프랑스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미국에서 ‘
권리장전’이 채택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연합(UN)의 영향력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 함께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세대 인권’인 시민권과 참정권을 나타냄)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
세대 인권’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나타냄)을 조인하게 되었다.
첫 번째 조약은 시민권 및 참정권과 자유에 대한 국내 헌장뿐 아니라 다른 여러 조약을 위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요즘 ‘3세대 인권’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소수집단의 권리, 경제적

ِݸ

모델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두 번째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국가마다 달라서 영향력이

ِݸ

1966년에는 UN의 감독 하에 두 가지 중요한 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1

T.2-1
ࢭا۬ޑِݸਿ

2-1-1

및 사회적 발달, 평화나 건강한 환경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은 유럽평의회, 미주기구, 아프리카 연합 등과 같은 지역별 국가간 기구에서도

ِݸ

인정하였다. 이러한 기구는 다수의 지역별 인권조약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권법 시행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국가에게 있고, 이러한 조약은 대부분 실제 사법기관(유럽인권재판소와
미대륙간인권재판소 등), 유사사법기관(예 : 유엔인권위원회와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의 권리
위원회), 보고 기관(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 등의 형태로 실행을 위한 체제를

ِݸ

제공한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이라고도 알려진 국제인도법 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억제하기 위한

ِݸ

국제적 규칙 체계이다. 이를 위해 국제인도법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특히 전쟁의 방법과 수단에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전투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민간인이나, 부상자, 병자, 난선자인 전투원, 전쟁포로, 충돌과 관련해서 억류된사람들 등과
같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 법체계는 다양한 법원(法源)을 통해 개발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의 관습을 토대로 한 불문 규칙이 무력충돌에서의 행동을 규제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전당사자가 쌍방 협의를 체결하였다.
•국가들은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자국 군대에 대한 규칙을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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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투나 특정한 충돌에만 유효했다. 게다가 획일적이지 않고
시기, 장소,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864년 제네바협약은 현대의 국제인도법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 이 규칙을 채택한 이래, 이 법은
무기의 기술발달과 새로운 충돌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ݸ

발전을 거듭하였다. 오늘날에는 1949년의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가 주요 국제인도법
협약이다.
국제인도법은 군사적인 필요와 인간애의 원칙 사이에서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균형을 잡는다.

ِݸ

그 방법은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고통, 부상, 파괴를 억제하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에만 적용된다. 국제인도법 규칙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모두
규제한다. 하지만 폭동이나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폭력 등과 같이 무력충돌의 수준에 도달하지

ِݸ

않은 국내 소요와 긴장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현실을 다루며 인도주의적인 관심사(전쟁법규)에 해당하는 양상만을
규제한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에 호소하는 이유 또는 그 적법성(전쟁에 대한 권리)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규정은 모든 교전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ݸ

모든 충돌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인도법의 당사자인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처벌할 뿐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보장하고 법의 위반을 예방하고 억제할 의무가 있다.

ِݸ

국제인도법을 확실히 존중하게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진다. 영구기관인
국제사실조사위원회는 ‘심각한 위반’에 대한 주장과 기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1991년에 구성되었다. 1990년 초반 이래로, 특정한 맥락에서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국제 및 ‘국제화된’ 형사재판소가 세계 각지에
설립되었다. 1998년에 국제사회는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가장 심각한 국제적 범죄를 관할하는
영구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최초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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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안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교전규칙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쉬운 답이 없는” 교수법을 권장한다. (교수법 가이드를 참고하라.) 하지만 수업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제안하는 접근법도 더불어 사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a. 아군의 장기적인 이익을 살펴본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범죄자로 여기길 바라는가?
b. 아군이 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패배했던 편의 예를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
아군이 보호가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짐, 기소의 위험, 군대에서 규율 유지의 가치,
교전구역의 주민들과 국내외 대중의 지지를 얻음, 상대편도 역시 규칙을 지킬지 모른다는 믿음.
d. 무장단체는 국제인도법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았지만, 충돌의 당사자로서 이 법체계의
무장단체가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 이유에는 전투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국제사회
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것 등이 있다.

<참조>

탐구 3-2에서는 국가와
무장단체가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ݸ

규칙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ݸ

c. 정부가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법적 의무,

ِݸ

1.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면 내가 왜 나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할까?

ࢭا۬ޑِݸਿ

2-1-2

ِݸ

2. 이러한 규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일까?
a. 규칙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켜진다.
b. 규칙을 준수했다고 뉴스거리가 되는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보통 규칙 위반에 관한 것이다.
c. 완전하게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규칙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국제인도법의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실행을 감시하며 그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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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이유는 보통 전투원들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이 주제는 모듈 3에서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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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적군 포로를 돌보느라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가?
a. 적군 포로를 돕지 않는다면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아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b. 피억류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군의 전투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ݸ

4. 누가 이러한 규칙의 존중을 보장 해야 하는 걸까?
a. 국제인도법 규칙을 존중하도록 할 일차적인 책임은 무력충돌에 연루된 정부에게 있다.
동시에 무장단체도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b. 모든 국가는 ‘중대한 위반’을 범하는 자를 찾아 처벌할 뿐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ݸ

예방하고 억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

c. 국제사회는 형사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이 주제는 모듈 3에서도
다룬다.

국제인도법의 시행에 점차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ࢭا۬ޑِݸਿ

2-1-2

ِݸ
ِ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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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ݸ

이 포로의 운명은 대장이 부하들에게

ِݸ

어떤 말리군이 반란군에게 잡혔다.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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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ݸ

인민해방군이 받은 명령에 좌우된다.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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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HL

라오스 인민해방군의 감시 하에 일렬로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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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5

1

2

10

9

ِݸ

방문 중인 ICRC요원(Boris Heger/ICRC)

ِݸ

ࢭا۬ޑِݸਿ

Khachikian/ICRC), 9. 1999년 미얀마, 임박한 지상공격을 준비하는 13살의 까렌니 족 아동병사(Dean Chapman/Panos Pictures), 10. 2006년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 구금장소를

폭격한 민가(Thierry Gassmann/ICRC), 7. 2006년 남부 레바논, 무력충돌 중 파괴된 이슬람 사원(Marko Kokic/ICRC), 8. 1991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하드루트 지역의 난민(Zaven

Kruz/ICRC), 4. 1982년 레바논 베이루트, 폐허가된 묘지(Luc Chessex/ICRC), 5. 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격당한 ICRC 차량(Roland Sidler/ICRC), 6. 1997년 동예루살렘, 군대가

1. 1996년 자이르 고마, 르완다 난민 지원(Bo Mathisen/Verdens Gang), 2. 1998년 니카라과 지뢰밭 표지판(Mary Anne Anerden/ICRC), 3. 태국, 농찬에 도착한 난민일행(Jean-Ja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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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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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6,7,8 출처 : 「한국전쟁•Ⅱ」(눈빛, 2010.6.20)

8. 한국전쟁 중 전재민 구호활동, 부산(ICRC) 9. 임시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 부산, 1950.8.25(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ࢭا۬ޑِݸਿ

5. 한국전쟁 시 서울역, 1950.10.1(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6. 숨을거둔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어린남매(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7. 반토막난 수원 장안문, 1951.1.25(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1. 한국전 시 제100 포로수용소에서 부상병 구호(ICRC) 2. 지뢰 매설 지역 3. 한국전쟁시 대구 피난열차(ICRC) 4. 한국전쟁시 폐허로 변한 서울 거리, 1950.11.1(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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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무기의 사용은 금지한다.

4.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주의를 해야 한다.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3. 공격하기 전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금지한다.

문화 및 역사적 기념물 등)에 대한 공격은

2. 민간물자(주택, 병원, 학교, 예배장소,

1. 민간인 공격은 금지한다.

8.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며 가족과의 연락을 허락해야 한다

음식, 물, 의복, 쉼터와 의료를 제공해야

7. 생포한 민간인과 적군에게는 충분한

제외하고 특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아서 돌봐야 한다. 의료적인 근거를

6. 부상자, 병자, 난선자인 적군을 찾아

보호하는 일은 금지한다.

5. 인간방패를 사용하여 군사목표물을

4. 민간인을 굶기는 일은 금지한다.

3. 민간인의 강제퇴거를 금지한다.

2. 성폭력은 금지한다.

혹은 처벌은 금지한다.

1. 살인, 고문,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대우

민간인과 전투력을 상실한 전투원은

공격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ݸ

군사목표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처우

금지한다

8.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의 남용을

인력과 물자에 대한 공격은 금지한다.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의료 및 종교 관련

7.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을

행위는 금지한다

농사지역, 식수시설 등)를 파괴하는

6. 민간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자(식량,

금지한다.

5. 전투 중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생존자 말살 명령 또는 말살 위협은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

3. 항복하는 적군을 사살 또는 부상을

2. 인질행위는 금지한다.

금지한다.

1.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는 사용을

적군의 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전쟁의 유일한 합법적인 목표는

무기와 전술

ِݸ

구분

ِݸ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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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해야 한다.

절실하게 필요한 보호, 건강, 지원은

5.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4. 문화재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3. 인도적 구호요원, 구호품, 구호활동은

한다.

의원, 구급차 등)은 존중하고 보호해야

2. 종교인력뿐 아니라 의료인력과 시설(병원,

모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1. 무력충돌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정 범주의 사람과 물자는 추가적인

특정한 보호

ِݸ

EHL
ِݸ

үߣأਿӘ߿ӊஒਲޑ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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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S.2-1

ِݸ

ِݸ

인도법 탐구
탐구 2-1 :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최소화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비례의 원칙 : 예상되는 민간인 사망자나 부상자 수 또는 민간물자의 피해가 기대되는

전투에 임할 입장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것으로 체포된 전투원, 또는 부상당했거나 병들었거나 난선된 전투원으로 더 이상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 : ‘Hors de Combat’ 문자 그대로 ‘전투를 벗어남’을 뜻하는

파괴될 경우 결정적인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자

군사목표물 : 그 특성, 위치, 목표, 활용성이 군사적 행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전투원 : 군대의 구성원, 충돌당사자의 명령을 받은 무장집단의 구성원

불분명할 경우, 이는 민간물자로 간주한다. )

(민간물자가 실제로 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조금이라도

합법적 군사목표물이 된다.

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보호권을 상실하고

민간물자 : 군사목표물이 아닌 대상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은 무조건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보호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ݸ

EHL

민간인 : 전투원이 아닌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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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러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ݸ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무도

s.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

r.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q. 현재와 미래에 원하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

p. 자국의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 서비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o. 평화로운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n.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

m.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

l. 재산을 소유할 권리

k. 결혼하고 가족을 가질 권리

j. 다른 나라에서 처형으로부터 보호를 추구할 권리

i.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h.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

g.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f. 정당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e.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d. 법 아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c.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대우 혹은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b. 노예제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a. 현재와 미래에 자유와 안전을 누리며 살 권리

동 선언은 모든 사람이 아무런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

ِݸ

UDHR)을 채택하였다. 30개 조항으로 된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ݸ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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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2-1에서는 학생들에게 전쟁의 규칙을 소개하였고, 탐구

먼저 아동과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2-2에서는 국제인도법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영역, 즉 군대나

그런 다음에 사진, 영화, 읽을 거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무장단체에 의한 아동의 모병과 활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깊이

아동병사의 경험을 보여주고 이러한 경험이 아동 자신과

있게 살펴본다.

그들이 속한 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탐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에서

ِݸ

아동의 모병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아 아무도 이런 일이 ‘다른
나라의’ 일로 치부해버리지 않도록 한다.

목표

ِݸ

•전시에 아동을 모병하고 활용하는 관행의 범위와 이로 인한 영향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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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아동의 모병과 활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모병을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나이 제한을 18세로 상향하는 법률을
공식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ݸ

2-2-1

교사 자료

2-2-2~6

2-2-1 아동병사와 국제법

학생 자료
2-2-2 사진 콜라주
2-2-3 그래프 : 전투원이 되기 위한 최저 연령은

ِݸ

몇 살이어야 하는가?
2-2-4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은 무엇인가?
2-2-5 동영상 :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8’40)

ِݸ

2-2-6 지도 : 전 세계의 아동병사

준비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9(소그룹), 10(이야기와 뉴스 수집)을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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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정의’와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 (5분)
아동과 아동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한다.
[예시질문]

“아동은 (중략) 국적과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신성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다.”
– 아드난 후발라 박사

> 연령은 어떻게 되며 더 이상 ‘아동’이라고 불리지 않는가? (청소년? 성인?)

『폭력 바이러스』, 1996

>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는 무엇인가?
> 아동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 세계의 아동병사를 담은 “사진 콜라주 2-2-2’를 보여준다. 각각의 학생이나
그룹에게 사진 한 장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학생자료

ِݸ

[예시질문]

2-2-2

<참조>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진 속 아동들은 몇 살로 보이는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의 최저 연령에 대해 합의하게 한다.
> 군대나 단체가 모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저연령이 있어야 할까?
> 최저연령은 몇 살이어야 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인도법탐구에서 ‘아동병사’는 어떤
자격으로든 군대나 무장단체가
군사용 목적으로 모병하고
활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사, 요리사, 짐꾼,
전령, 첩자, 성적인 목적 등으로
활용된 아동을 포함한다. 전투에
직접 참여한 아동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니다.

“전투원이 되기 위한 최저 연령은?” 그래프를 보여준다.

2-2-3

ِݸ

모든 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발표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ݸ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론하여 군대나 단체가 모병하여

학생자료

[예시질문]
> 국제법에서 최소 연령을 설정하여 그 연령 전의 아동은 군대나 무장단체가 모병 또는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까? 그 이유는?

3.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명시하는가? (5분)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명시하는가?”를 보여준다.
2-2-1
2-2-4

교사자료
학생자료

학생들이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의를 알고 난 뒤에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무력충돌에서 아동의 모병과 활용을 위한 최소 연령에 대해 자신들이 내린
결론과 국제법에서 정한 연령을 비교해보라고 한다.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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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연령에 대해 생각해본다. (5분)

ِݸ

> ‘아동’은 누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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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질문]
> 이러한 규칙이 놀라운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아동이 무력충돌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예를 들게 한다. [전사, 요리사, 짐꾼, 전령, 첩자 혹은 성적인 목적 등]

ِݸ

국제법에서 제공하는 보호는 무력충돌 시 아동의 모병과 활용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아동병사와 관련해서 법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한다.
[예시질문]

ِݸ

> 어떻게 정부와 무장단체가 아동병사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까?
> 아동병사에 대한 법을 존중하는 것과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 왜 특별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ݸ

4. 왜 아동이 전투원이 되는가? (5분)
군대와 무장단체에서 아동의 모병과 활용에 적용되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ݸ

토론
> 국제법이 무력충돌에서 아동의 모병과 활용을 금지하는데도, 왜 아동이 전투원이 되는가?
[예시질문]

ِݸ

> 왜 군대나 무장단체가 무력충돌에 아동을 활용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 왜 아동이 군대 혹은 무장단체에 합류하는가?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지휘관들이 아동을 원하는 이유
•아동은 질문을 하지 않고 지시를 따른다.
•아동은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아동은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

[2백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2차 세계대전에 병사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인력손실이 발생하자
독일 소년들이 군인이
되었다.]
”1944년에 연합군의
진격으로 독일군이
후퇴 할 때, 나는 히틀러
청소년단의 리더로서
600~80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몇몇 전투부대를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인강 방어기지 구축을
지원하러 부대를 떠나는 제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후임이 된 것이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 17살도
안되었다고요.’”

•전투병이 필요하다.
•아동은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 독일 아동병사

아동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하는 이유
•복수심, 분노
•부모/가족의 지원 부재
•자기 보호
•빈곤, 생존 수단
•전쟁, 영웅주의, 순교정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또래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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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병사 활용의 결과 (20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동영상을 소개하고 시청한다.
이 동영상에서 학생들은 두 명의 아동병사 출신(소년과 소녀)과 지휘관을 만나게 된다.

[예시질문]
>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소녀병사가 추가로 겪게 되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아브라함은 몇 살인가? 언제 그는 아동병사가 되었는가?
> 그는 어떻게 아동병사가 되었는가?(아동의 관점과 지휘관의 관점)
학생들의 토론을 돕고 두 번째 시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막 유인물을 나눠준다.
대본 유인물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에 대한 학생들의 기억을 이용하여 다시 아브라함의
지휘관이 말한 의견에 대해 토론한다.

> 지휘관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아동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 왜 아동 병사는 성인 병사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ݸ

[예시질문]

ِݸ

학생들에게 콤포르트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한 말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소위 자발적인 이유로
전쟁에 참가하는 아동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또는 희생자가 되어봤던
경험 때문에, 즉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참여는
없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호할 부모가
없는 혈혈단신의 아동, 굶어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혹은 의료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 모두가
군대활동에 참여를 원할 수
있다.”

ِݸ

> 콤포르트가 아동병사가 되려고 했던 계기는 무엇인가?

학생자료

ِݸ

처음 시청한 후 학생들에게 처음 드는 생각과 느낌을 말해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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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표현한 감정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유인물의
–심리학 교수이자

ِݸ

마지막 부분을 정독하라고 한다.

『아동병사: 폭력에서 보호로』의
저자인 마이크 웨셀스 박사

[예시질문]
> 이 아동병사는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토도로프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동영상을 시청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새롭게 갖게 된 통찰력이나 반응이 있으면
말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쓰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아동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아동, 가족, 사회에는 각각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 동영상에서 누구의 인간존엄성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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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계의 아동병사 동원 실태 (5분)
먼저 학생들에게 전세계의 다양한 배경 속에서 아동병사가 동원되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ݸ

[예시질문]
> 어떤 나라에서 아동병사가 활용되는가?
“전세계의 아동병사” 지도를 보여준다.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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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질문]
> 이 지도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 여러분이 속한 세계에서 아동병사의 이용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ݸ

[예를 들면, 아동병사는 ‘개발도상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4대륙,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ݸ

!

핵심 정리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군에 편입될 수 있거나 무력충돌 시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15세 미만의 아동들이 군에 편입 되거나 무력 충돌시

ِ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법률은 이를 18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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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처음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 내용은 상당한 비난을

보호를 확대한다. 인권법에 의거한 보호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는

초래하였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이 내용이 아동이 노출될 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제공되는 반면,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 즉 무력충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도

상황에 있는 아동의 구체적인 필요를 다룬다.

불구하고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정의를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소년병사로서 아동의 참여 범위는 전투병을 돕는 것(무기 운반,

더 포괄적인 금지를 제공하는 제2추가의정서에 수록된 더 강력한

정찰임무 수행, 메시지 전달 등)에서부터 실제 전투에 이른다.

기준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이다.

1977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무력충돌의 피해를 입은 아동의 곤경에

최초로 다룬 국제조약이다. 국제적 무력충돌을 위한 규칙을

대해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조되는 의식과 관심에 부응하여,

제공하는 제1추가의정서는 정부에게 15세 미만의 아동이 전투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모병과 참여를 위한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시키려는 노력이

것을 요구한다. 이 의정서는 무력충돌을 위해 15세 미만의

시작되었다.

세 아동을 모병할 때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을 권장한다.

국제적인 노력이 10년 이상 이루어진 후에, 무력충돌에 아동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위한 규칙을 제공하는 제2추가의정서는 한

참여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2002년에

발 더 나아간다. 이 의정서는 15세 미만의 아동 모병뿐 아니라

발효되었다. 선택적 의정서에 따라서 정부는 18세 미만의 군

이들의 실제 전투 참여를 금지한다.

구성원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ݸ

아동을 모병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며, 정부에게 15세에서 18

ِ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택의정서는 또한 강제징집을 위한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시키고, 자원입대를 위한 최저연령도 15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세에서 상향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선택의정서에 따라서

문제들을 다룬다. 사실상 이 법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비국가 무장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을 전투를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반영한다. 따라서 제1추가의정서와 같이,

위해 모병 또는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ݸ

이어 인권법은 15세를 최저 연령으로 설정한 1989년 유엔아동

인권법은 정부에게 15세 미만 아동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들의

무력충돌 참가를 위한 연령 제한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한

모병을 금지한다. 인권법은 또한 정부에게 15세와 18세 사이의

것은 국제인도법이 기존에 제공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을

아동 중에서 선택할 때 연장자를 우선시할 것을 권장한다.

나타낸다. 이것은 모든 아동을 무력충돌의 공포로부터, 그리고
특히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전세계의
바람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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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으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절대적이고

ِݸ

두 법체계 모두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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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como Pirozzi/Panos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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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Ricardo Mazalan/AP), 6. 1997년 자이르 고마, 자이르 혁명군의 어린 아동병사들(Remy de la Maunière/AP), 7. 1998년 시에라리온, 정부연합 민병대인 카마조르의 12세 아동병사

십대 아동병사들(Dean Chapman/Panos Pictures), 4. 1997년 캄보디아, 어린 아동병사(Ou Neakiry/AP), 5. 1999년 콜롬비아, 전투 후 휴식을 취하면서 앵무새와 놀고 있는 14세 소녀

1. 1999년 예멘, 아동병사(Giacomo Pirozzi/Panos Pictures), 2. 1990년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아동병사(Didier Bregnard/ICRC), 3. 1999년 미얀마, 전투지역으로 향하는 까렌네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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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9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6개국(이중 12개국은 최근 무력충돌을 겪음.)에서 “전쟁 중인 사람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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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무장단체에게 15세 미만 아동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아동은 최소한 15세가 될 때까지

군대나 무장단체로 모집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군대나 무장단체가

15~18세를 모병할 때, 정부는 나이가 더

많은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어떤 정부는 더 나아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법적으로 모병하거나 군대나

무장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동원하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정의한다.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모두 무력충돌에서

아동의 참여 문제를 다루었다. 인권법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권 안에서 관련된

보호를 규정하는 반면,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개발하였다.

다른 영역에서와 같이 이 두 법체계는

보완적이며 서로를 강화한다.

출처: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77조,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4조, 아동권리협약의 38조,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3조와 4조의 내용을 정리함.

것을 불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규칙에서는

ِݸ

조기에 성년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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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아이도

아니었어요. 전 자유롭고 싶었어요.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한 것은 제 의도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에요. 하지만 제가

저와 오빠를 늘 돌봐주셨죠. 그래서 제가

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께서는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복수하고, 어머니를 되찾고 싶을 거에요.

죽였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만들었죠. 이런

죽였어요. 이런 경험은 저는 제가 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오빠, 할머니, 여동생을

콤포르트 카셀, 아동병사 출신

속한 어른들과 함께 활동한다.

소녀들이 정부군, 반란저항집단, 게릴라군에

아브라함 : 맞아요.

싶어서?

기자 :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된 거에요.

때문에 저도 간거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때문에 거기에 간 거에요. 친구들도 갔기

아브라함 : 그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죽였기

아브라함 : 저도 몰라요.

기자 : 히틀러가 누구지?

아브라함 : 대장이요.

기자 :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건데?

들이 덤불 속에서 제게 지어준 이름이죠.

아브라함 : 그건 제 전투명이예요. 그 사람

됐니?

기자 : 어떻게 히틀러 킬러라는 이름을 갖게

하지만 제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 제 이름은 히틀러 킬러에요.

아브라함

ِݸ

있다. 심지어 일곱 살짜리도 섞인 소년,

하지 않을 거에요. 절대로”

갖고 싶어요. 다시는 해서는 안될 일들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 간 거에요.

그들이 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발사를 했고, 그런 다음 우리가 그를 쐈어요.

전진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가오자 울프가

아브라함 : 그들이 무기를 갖고 왔어요. 난

기자 :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들과 싸웠죠. 그들은 저를 죽이러 왔어요.

아브라함 : 그들이 저를 공격하러 와서 저는

기자 : 어떻게?

아브라함 : 열명이요.

기자 : 얼마나?

아브라함 : 네.

기자 : 너도 사람을 죽여본 적 있니?

죽였어요.

아니었던 사람들을 반군의 대장이 그들을

었어요.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 반군이

아브라함 : 많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자 : 얼마나 많았지?

아브라함 : 네.

기자 : 여러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겠구나?

제가 한 일을 보고 제게 총을 주었어요.

합류했고 그들을 위해 싸웠어요. 그 사람들은

덤불 속으로 갔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싸우려고 와서 전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저와

기자 : 그래서 어떻게 했지?

아브라함 : 네.

기자 : 넌 그 사람을 알아?

ِݸ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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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대륙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에서 참여하고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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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오늘날 2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4



ِݸ

اংй҅फૌ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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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

자를 처형해’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자를 잡아올 거에요. 만약 제가 ‘좋아. 저

잡아와.’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영락없이 그

최고로 여기죠. ‘히틀러 킬러, 저 자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믿고 그들을

없어요. 그들은 제가 내리는 지시를 무엇이든

킬러 같이 어린 군인들은 말이죠 두려움이

지시하면 항상 두려워하죠. 하지만 히틀러

되는 거죠. 스무 살이 넘는 병사들은 작전을

선발대에 들어가요. 전투의 최전선에 서게

나이가 많은 아이는 12살이죠. 이 아이들은

있어요. 일부는 9살, 10살, 11살이고 제일

히틀러 킬러 같은 아동병사가 176명이

밑으로 978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 중

하지만 마더 블레싱 대령으로 통하죠. 제

않아요.

아브라함 : 아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어?

기자 : 전쟁할 때가 그립진 않니? 다시

아브라함 :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기자 :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되려고요.

아브라함: 학교에 가고 싶어요. 공무원이

기자 : 지금은 무엇을 하고 싶니?

에도 다녔어요.

아브라함 : 전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학교

기자 : 전에는 가족들과 무엇을 했었니?

저는 혼자서 삶을 헤쳐왔죠.

과 어머니도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좋았죠. 그러더니 전쟁이 터졌고, 우리가

아브라함 : 전쟁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ݸ

EHL

“저는 아부 바카르 카라마 대령입니다.

ِݸ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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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베탕 토도로프 , 프랑스계 불가리아인

“악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소수
사람들의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수의
무관심도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 아주 뛰어난 편이다.”

아브라함 : 아무 것도요. 잘 모르겠어요.

기자 :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니?

아저씨가 그를 잡겠죠.

아니니까요. 만약 대령이 무슨 짓을 한다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덤불 속에 있는 게

싫다고 할 거에요. 대령은 제게 아무 짓도

아브라함 : 대령이 저한테 가라고 하면

않으면 너를 처형할 거라고 하던데.

기자 : 하지만 그는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라고 해도 전 따르지 않을 거에요. 다시는

아브라함 : 네, 가야 해요. 하지만 대령이

싸우러 가자고 하면 넌 돌아가야 하잖아.

기자 : 아부 바카르 대령이 너한테 다시 같이

ِݸ

아브라함

ِݸ

마더 블레싱 대령

ِݸ

اংй҅फૌ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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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

ICRC

ICRC

30

이 지도와 데이터는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정치적 의미는 없다.

출처 : 아동병사징집금지연대의 “2004년 세계 아동병사 보고서”

콜롬비아
코트디
브와르
콩고

ِݸ

기니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소말리아
스리랑카

네팔
인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ࢭا۬ޑِݸਿ

* “아동병사징집금지연대는 무력충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군 또는 기타 정규군이나
비정규군 또는 무장 정치집단의 일원이거나 이에 소속된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병사로 간주한다.”

앙골라

콩고
민주
공화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ݸ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예멘

ِݸ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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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아프가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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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이라크

이란

러시아



ِݸ

EHL
팔레스타인
점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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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S.2-2

ఋҮޑӘવఋҮ
탐구2-1에서는 학생에서 국제인도법 규칙을 소개하고 탐구2-3

탐구2-3에서 학생들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에서는 탐구2-2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한

무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살펴본다. 학생들은 모든 무기에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칙들과 특정한 무기를 위해 마련된 다른
규칙들을 살펴본다.

ِݸ

목표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전시에 특정 무기의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를 이해한다.
•국제인도법 중 구체적인 무기관련 규칙 몇 가지를 살펴본다.

ِݸ

•공공여론이 국제인도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2-3-1

교사 자료

2-3-2~9

ِݸ

2-3-1 무기와 국제인도법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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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료
2-3-2 사진 : 폭탄이 떨어진 후에
2-3-3 무기에 대한 목소리
2-3-4 동영상 : 계속해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지뢰 (9’)
2-3-5 전쟁 잔류폭발물

ِݸ

2-3-6 파급결과에 대한 고찰
2-3-7 지도 : 전세계에 있는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
2-3-8 두 가지 무기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칙

ِݸ

2-3-9 조약 체결 방식

준비
“두 가지 무기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칙” 중 어떤 규칙을 사용할 지 선택한다.
할애할 수 있는 수업시간을 감안해서 탐구를 전체적으로 다룰 방법을 계획한다. 준비를 위한 모든 읽을 거리와 쓸
거리를 과제로 내준다.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육방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 8(인터뷰하기),
9(소그룹)뿐만 아니라 교수법 4(딜레마 이용하기)에 있는 결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교육자료를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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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1. 사진보고 느낀 점 이야기 하기 (5분)
학생들에게 “폭탄이 떨어진 후에” 사진을 보고 그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2-3-2

> 어떤 종류의 무기가 이런 파괴를 초래할 수 있었을까?

전시에 정부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적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선언 서문

학생들에게 국제인도법은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은 무엇인가?”(S.2-1-6)에서 구분 4번 및 무기와 전술 1
번을 참조한다.

‘무차별적’ 무기는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겨냥할 수
없거나 그 파괴효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분간할 수 없는 무기를
말한다.

ِݸ

이러한 용어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ݸ

2.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괴로움을 초래하는 무기 (5분)

ِݸ

–1968년 성(聖) 페테르부르크

ِݸ

[예시질문]

학생자료

ࢭا۬ޑِݸਿ

2-3



[예시질문]

ِݸ

> 무엇 때문에 무기가 ‘불필요한 괴로움’을 초래하게 될까?
> ‘무차별적’이란 어떤 의미일까?
>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것과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무기가 특정한 목표물을 겨냥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괴로움을 초래하는 무기의 예가 되는
특정한 무기의 목록을 만들어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몇몇 학생에게 “무기에 대한 목소리”를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한다.
2-3-3

이런 해설에서 설명한 무기를 학생들의 목록에 추가하도록 한다.
[무차별적 무기 : 핵무기, 생물무기, 대인지뢰]
[불필요한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실명 레이저 무기, 작렬성 총탄]
이 목록에 대해 토론한다. 이 두 가지 범주의 무기를 언제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학생자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는 전투원에게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를
말한다 (전투를 중단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괴로움 등).

지적해준다.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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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3.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지뢰의 예 (15분)
전투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무기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본다.
<지속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지뢰> 동영상을 보여준다.

ِݸ

2-3-4

학생자료

동영상 시청 후에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자신의 반응을 표현해보도록 한다.
필요하면 자막 유인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ݸ

[예시질문]
> 지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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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뢰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가?

인도법탐구에서, ‘대인지뢰’, ‘
지뢰’, ‘기뢰’는 대체어로 사용된다.

> 그들의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ݸ

학생들에게 숙제로 “전쟁 잔류폭발물” 읽고 끝부분에 있는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2-3-5

학생자료

ِݸ

4. 파급결과에 대한 고찰 (5분)
학생들에게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의 사용으로 빚어진 결과에 집중하라고 한다.
“결과에 대한 고찰”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신체적, 심리적,

ِݸ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반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토론 중인 주제를 확장하여 개인을 넘어 연쇄적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예시질문]
> 이러한 무기가 가족, 공동체, 사회, 더 넓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3단계 학습을 토대로 생각해보라고 한다. 토론을 다시 시작하고 그룹들에게 생각을 함께
나눠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차트를 사용하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할 수도 있다.
분석단계

결
신체적

심리적

개 인

과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2-3-6

학생자료

“매설된 지뢰를 밟으면
보통 다리나 발이 폭발로
인해 날아가버린다. 진흙,
먼지, 잘린 발의 조각이
다른 다리, 성기, 팔로
날아들어간다. 지상에
심은 지뢰가 폭발하면,
희생자는 온갖 파편을
뒤집어쓰게 된다. 누군가가
지뢰를 만지다가 폭발하는
경우인데, 손이나 팔이
날아가버리고 종종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시력을
잃게 된다.”
– 어떤 외과의사

가 족
공동체
사 회
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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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의 범위 (5분)
“전 세계에 있는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 지도를 보여주고 끝에 있는 질문을 반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2-3-7

학생자료

[예시질문]
>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등]

ِݸ

[오염 지역을 찾아내어 제거하기,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해 교육하기, 희생자 재활시키기, 향후

ِݸ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한다.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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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체적인 규칙의 예 (5분)

ِݸ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금까지 수립된 규칙과 비교해보라고 한다.
“두 가지 무기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칙”을 제시하고 교사가 선택한 일련의 규칙과
관련해서 토론을 시작한다.

2-3-1

ِݸ

2-3-8

교사자료
학생자료

[예시질문]

ِݸ

> 이 규칙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학생들에게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괴로움을 초래하는 무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른 예들을 기억해보라고 한다. 이러한 무기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국제인도법 규칙이 있음을
말해준다.

7. 국제법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5분, 수업 중에 읽기를 할 경우 시간이 추가로 필요)
학생들에게 정부관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국제인도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라고 한다.
[비정부기관(NGO)과 인도주의기관의 역할, 희생자, 의료요원, 사회인사, 시민, 무기제조업체,

“지난 100년 동안 무기가
개발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기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격분하게 되고,
그런 다음 무기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체결된 사례가 많았다.”

뉴스매체 등]
– 한 외과의사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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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학생들에게 “조약 성사 과정”을 숙제로 읽어오라고 한다. 수업 중에는 끝에 있는
질문을 이용하여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조약체결이 어떻게 공공의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토론해보라고 한다.

ِݸ

!

핵심 정리

•국제인도법은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의 전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전시에 설치된 대인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은 전쟁이 끝난 후 오랫동안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ݸ

•공공 여론을 형성하여 국제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3-9

학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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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에 따르면 전쟁의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적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다른 국제인도법 규칙과 함께 전투원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유형을 제한한다. 금지된 무기로는
구체적으로 겨냥할 수 없는 무기, 혹은 그 영향을 제한할 수
없는 무기 등이 있다. 이러한 무기를 ‘무차별적 무기’라고 한다.
더불어 국제인도법은 전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을 토대로, 특정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 또는

무기(목표물에 불을 지르거나 부상을 초래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의 사용을 규제한다. 정부와 무장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이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민간인 구역에 위치한
군사목표물을 이러한 무기의 공격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또한 산림이나 기타 녹지를 대상으로 소이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핵무기

제한하는 다수의 조약이 채택되었다.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실명

국제법은 현재 핵무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금지를

레이저 무기, 소이성 무기(예. 목표물에 불을 지르거나 화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초래하기 위해 만든 무기)에 대한 조약이 있다.

의견에서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위협 혹은 사용은 국제인도법의

ِݸ

원리와 규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1925년 제네바협약(질식가스, 유독가스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무기
대인지뢰와 미폭발 집속탄약 등의 전쟁 잔류폭발물은 무력충돌이

사용이 금지된다. 이 조약은 1972년 생물무기협약과 1993

끝난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민간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년 화학무기협약에 의해서 보완 및 강화되었다. 이 두 협약은

있다. 충돌이 끝난 상황에도 여전히 땅에 이러한 무기가 상당량

이러한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이전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

남아있다. 이런 무기는 접근하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협약은 기존에 비축한 무기의 파괴도 요구한다. 생물학 무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또한 농사와 같이 중요한 생존활동을

협약에 의거하여, 정부는 협약에 가입한 후 9개월 이내에 모든

위험하게 만들거나 구호 및 재건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ݸ

또는 기타 가스와 세균을 이용한 전쟁방법)에 의거하여

ِݸ

생물무기를 폐기하거나 평화로운 목적으로 용도를 전환시켜야
한다. 화학무기협약은 정부에게 조약 가입 10년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요구한다.
실명 레이저 무기
실명 레이저 무기의 사용과 이동은 ‘1995년 특정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약 제4의정서’에 의거하여 금지된다. 이 조약은 또한 다른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HL

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ݸ

넘어 전투원에게 괴로움을 초래하는 무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약 제3의정서’는 소이성

ِݸ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 군사목표물을

소이성 무기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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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한 전쟁 잔류폭발물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위험

대인지뢰
대인지뢰는 지중 혹은 지하에 설치한 폭발장치다. 이런 지뢰는
‘희생자 작동형’, 즉 단순한 접근이나 접촉 만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협약’에서는

ِݸ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며 보관 중이든
지중에 있던 이런 무기의 폐기를 요구한다. 모든 정부는 4년
안에 보관 중인 지뢰를 폐기해야 하고 정부의 통제권에 있는
지뢰 지역에서 10년 동안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지뢰가 제거될
때까지 정부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ݸ

민간인들에게 지뢰의 위험 경고, 지뢰매설 지역을 울타리로 표시
등). 이 협약은 정부에게 비축무기 폐기, 지뢰 제거, 지뢰위험
교육 프로그램, 지뢰 희생자의 진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ݸ

이 협약이 채택된 후 대인지뢰 사용과 생산은 현저하게 감소
하였고, 이 무기의 거래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수 천 개의 지뢰가
폐기되었고, 수 천 평방 킬로미터의 땅에서 지뢰가 제거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생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뢰밭에서 남아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희생자가

ِݸ

충분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지역을 표시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시함으로써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이 의정서는 정부와 무장단체에게 그들이 이용하거나
남겨둔 폭발 장치의 유형과 장소를 기억하고, 충돌이 끝난
후에 이 정보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당사자 및 제거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또한
전쟁 잔류폭발물 희생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경제적 재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는 전쟁 잔류폭발물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한다.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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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잔류폭발물에 대한 제5의정서’를 선택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이것은 무력충돌 중에 사용한 모든 폭발탄에 적용되며,
정부와 무장단체에게 전쟁 후 미폭발 및 방기된 탄약을 모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첫 번째 국제협정이다. 가능하면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하고 실시하여 앞으로 전쟁 잔류폭발물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무기
1997년 제네바협정의 첫 번째 추가의정서(제1의정서)에 따라서

많다.

정부는 자국이 연구, 개발, 습득, 채택하는 신무기가 국제인도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무기기술의 급속한 개발을

전쟁 잔류폭발물

ِݸ

전쟁 잔류폭발물은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지역에 남아있는
폭발탄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폭발 포탄, 수류탄, 박격포탄,
집속 자폭탄, 로켓과 미사일이 포함된다. 민간인들은 이러한
무기가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건드리거나 접근할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

전쟁

잔류폭발물에 적용되는 ‘2003년 특정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약

감안하면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실행이 특히 중요하다. 종종 새롭게
발달한 기술 및 과학이 신무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무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든 관련 당사자(정부, 군대, 과학자, 의료전문가, 민간회사,
비정부기구[NGO], 감시단체,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의 책임이다.

제5의정서’는 정부와 무장단체에게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모든 폭발잔류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들의 작전으로 인해 남아있는 전쟁
잔류폭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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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검은 비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축축한 것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그게

저기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뭔가

ࢭا۬ޑِݸਿ

2005-08-05-voa38.cfm).

www.voanews.com/english/ archive/2005-08/

middle_east/5277916.stm).

(http://news.bbc.co.uk/1/hi/world/

도미코 모리모토, 히로시마 핵공격 생존자 (http://

나는 시력을 잃은 채 나흘을 보냈다.

습한 피부를 공격한다. 이것은 희생자

설명한다.

그녀가 사는 마을인 발리산에서 발생한 폭격을

www.eyewitnesstohistory.com)

있는 화학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

피부, 즉 눈,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과 같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건물이 여기

같은, 이런 소리였다. (중략) 그 후 모든 것이

“쾅!” “쾅!”

- “가스공격”, 1916, 역사의 증인, 1999 (http://

악화되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 무기가 독성이

가스를 어느 정도 방어한다. 머스터드가스는

– 아디바 오우라 바에즈가 1987년 4월 16일에

(중략) 커다란 소음이 들렸다.

밝은 오렌지 빛의 빨간 색. 그게 바로 이랬다.

바로 우리 뒤에서 불이 났다.

몸에 구토를 하였다 (중략) 그 후 내 상태도

더 나쁘다. 최소한 호흡기는 염소와 포스겐

야하아흐메드/AP

듯한 물집과 상상을 초월한 통증을 남긴다.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딸이 내 온

호흡을 빼앗아갈 수 있다. 머스터드가스는

피부가 까맣게 변한 것이다.

떴다.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들과 내

태양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몹시 더운 날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밝은


(중략)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달렸다. 그리고

가슴, 배가 아프다고 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염소와 포스겐 가스는 폐를 공격해서

소리만 질렀다. 5일째 되는 날 눈을 살짝

아이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안으로 피부를 태우면서 들어가서 타는

중략) 그러자 내 딸 나르지스가 내게 와서 눈,

영향은 지상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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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뜨리는 폭탄을 전투기가 떨어뜨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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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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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를 도와주는 소녀: 신발을 들어. 아직
더럽거든. 이제 신어도 돼.

[물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민: 아가야. 돌아왔구나. 힘 내렴. 다시
다른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을 거야. 웃어봐.
주위를 돌아보렴. 다리 좀 봐야겠어요. 새
살이 자라고 있네요. 새 살이 더 나오겠지만
흉터는 남을 거에요. 흔적은 약으로 지울 수
있고요. 피부가 자연스럽게 돋아날 거에요.

[집으로 가는 길]

지뢰 희생자들이 생계를 다시 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재활을 위한 사회적,
재정적 비용은 지역사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높을 때가 많다. 지뢰로 인한 부상은

여기 캄보디아에는 팔,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이 3만 5천명이 넘는다. 인구 230
명당 한 명 꼴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으로
즉시 사망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에
출혈로 사망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뢰가 전세계에
널려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제거해야 할 지뢰가 수
백만 개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시아까지 모든
대륙으로 확장된다.
지뢰로 인한 전형적인 부상은 손, 팔, 발,
다리 등을 잃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력을 잃거나 결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상을 입게 된다.

ೢࢳй

ِݸ

방문객: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니?
반나: 나는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어요.
방문객: 닭에게 잘해주고 모이를 충분히
주면 돈을 벌 수 있니?
반나: 네

물질을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테니스장
크기의 땅에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3인1
조로 이루어진 팀이 최대 1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매설된 지뢰의 수와, 지뢰 매설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체적인 부상 외에도, 지뢰는 종종 물,
농지, 기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한다. 지뢰는 기술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다.
가난한 나라는 지뢰 제거를 위한 높은 인적,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뢰를
제거하는 사람은 땅을 조금씩 탐색해가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작업을 하여 모든 위험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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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25살에 다리를 잃은
사람은 65살이 될 때까지 10개의 의족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6개월 마다 새
의족이 필요하다.

ࢭا۬ޑِݸਿ

이곳은 아멜리아가 정기적으로 와서 다시
걷는 법과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재활병원에서]

12살인 아멜리아는 앞을 못 보고 신체
장애가 있다. 이 아이는 수많은 지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멜리아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쓸 땔감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지뢰가 그곳에 묻힌
채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눈
깜빡 할 순간에 이 아이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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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전쟁 잔류폭발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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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 아동의 기억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 무기는 지난 40년 이상 동안
무력충돌에서 사용되어 민간인에게
특별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무기는 개방되면 수 십 혹은 수
백 개의 소형폭탄을 넓은 지역에
뿌리는 용기로 되어있다. 소형폭탄(
자폭탄이라고도 함)은 충격을 받으면
터지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터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 천 혹은 심지어 수 백 개의 치명적인
전쟁 잔류폭발물이 지상에 남겨진다.
또한 이 무기를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이
매우 근접해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사용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왜 집속탄약이 특히 관심사가 되는가?

출처: 전쟁 잔류폭발물: 근대무력충돌의
치명적 유산, ICRC, 제네바, 2004

나올 수 있다.



17세 소년인 지오르기와 친지들이 동부
그루지아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린 사촌이 커다란
총알 같은 것을 주웠다. 지오르기가 보기에
이것이 사냥꾼들이 잘라서 열고 화약을
제거한 다음 금속을 고철로 파는 바로
그것 같았다. 그래서 그와 사촌은 이것을
삼촌에게 가져가기로 했다. 오는 길에 이들은
호기심에 총알을 열어보게 되었다. 그들은
돌로 이 총알을 쳤다. 기오르기: 엄청난
굉음, 피와 내 눈에 색깔 있는 점이 들어온
것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왼손을
심하게 다쳤고 피가 났다. 레라누나는
배를 다쳤다. 사촌 눈에는 피가 가득해서

어느 여름날

ِݸ

출처: “전쟁 잔류폭발물: 근대 무력충돌의
치명적인 유산”, ICRC, 제네바, 2004

전쟁 잔류폭발물은 무력충돌이 종식된
후에 남아있는 폭발탄약을 가리키는
용어다. 여기에는 미폭발 포탄,
수류탄, 박격포탄, 집속 자폭탄, 로켓과
미사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무기는
민간인, 특히 땅에서 이를 발견한
아동의 눈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건드리거나
흐트러트리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무력충돌이 끝난 후
전쟁 잔류폭발물 지역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려면 수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전쟁 잔류폭발물이란 무엇인가?

ِݸ

EHL

10~16세 아동 8명이 언덕에서 놀다가
미폭발 소형폭탄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장자인 두 아이가 폭탄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한 남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
하고, 소형폭탄을 여러 차례 땅바닥에 떨어
뜨렸다. 이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그런
다음 친구에게도 던졌다. 폭탄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12세 남자 아이 한 명이 죽었고
10살짜리 남동생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다쳤다
출처: “코소보의 집속폭탄과 지뢰: 전쟁
잔류폭발물”, ICRC, 제네바, 2000.

ِ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나중에, (중략)
의사는 사촌 눈에서 꺼내야 할 금속 파편이
너무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사촌은 이제 괜찮아졌다.
내 경우는 의사가 왼손을 잘라내야 했다. (
중략) 한 때 훌륭한 레슬러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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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보철장치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지뢰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3 이상이 이를 위해

빚을 진다고 한다.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로 인한 신체적

부상 외에, 희생자들은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 심지어

성인들도 신체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족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희생자가 입은 부상,

특히 이것이 영구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앞으로

결혼에 방해가 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치로 인해 매월 550에서 620명 정도가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사지를 절단해야 하고,

몇 차례의 수술과 장기적인 신체 재활이

필요하다. 오늘날 전 세계에 지뢰나 전쟁

잔류폭발물의 폭발로부터 살아남은 사람

들이 40만에서 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

된다. 사지절단 수술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신체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시설과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살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수 있는 것은 목발(10달러 정도) 밖에 없다.

달러 사이인 나라에서는 절단장애인이 살

때문에, 일인당 평균 소득이 월 15에서 20

보철장치 비용이 하나에 250달러 정도이기

최소한

때 부상을 입은 아동은 50세가 되기 전에

년에서 5년마다 교체해주어야 한다. 열살

매 6개월마다, 그리고 성인의 장치는 매 3

전쟁 후에 땅에 남겨진 지뢰와 기타 폭발

인적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파악이 어렵다.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

전투 후에 탄약이 남겨질 때 정확한 기록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뢰를 설치하거나

수 백만 개의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80군데가 넘는 곳에서

비쌀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보철장치는

인공사지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ݸ

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구성요소가

파괴되고,

광활한

잔류폭발물을

제거하려면

전후

있다.

할 희박한 자원을 상당히 할애해야 할 수

빈곤해진 사회에서 복구와 재건에 이용해야

전쟁

처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뢰와

짓거나 땔감을 모으며 스스로를 위험에

이러한 무기들이 묻혀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방해한다. 대안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헥타르를 황폐하게 만들고 교통과 통신을

문제를 초래하고, 비옥한 농지 수 천

있다.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은 난민

미폭발 장치가 어지럽게 흩어져있을 수

농지나 심지어 도시도 무력충돌의 결과로

중요한

지장을 준다. 도로나 다리와 같은 인프라의

세계 최빈국에서 실질적인 발전에 심각한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의 존재는 여러

더 광범위한 영향은 무엇인가?

ِݸ

EHL
ِݸ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와

경제를

ࢭا۬ޑِݸਿ

nsf/ htmlall/mines?OpenDocument).

(http://www.icrc.org/web/eng/siteeng0.

“대인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 ICRC

landmines?OpenDocument).

nsf/htmlall/section_국제인도법_

www.icrc.org/ Web/Eng/siteeng0.

출처: “지뢰와 국제인도법”, ICRC (http://

재건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진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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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이 안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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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69

79

75

31
23

20

89

90

36 잠비아

31 시에라리온
32 소말리아

26 나미비아

32

이 지도와 데이터는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포함되었고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17

94

82

38
48

65

60

92 시리아
94 예멘

85 요르단
86 쿠웨이트
87 레바논
91 오만

83 이라크
84 이스라엘
점령지역

82 이란
민주 공화국

91

68

50

40

45

46
44
51
39 53

42

49

43

52

48 파키스탄
49 필리핀
52 동티모르

43 남한
45 몽골

42 북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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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곳에서의 삶은 어떨까?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어디인가?

> 세계에서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하와이

북마리나제도

투발루

95 태평양제도:
키리바시
마샬군도

38 아프가니스탄
40 중국

> 어느 곳에서 전쟁이 끝났는가?

질문:

50 스리랑카
51 타이
53 베트남

44 라오스
46 미얀마
47 네팔

39 캄보디아
41 인도

41

47

61 라트비아

67 우크라이나
68 우즈베키스탄



37 짐바브웨

55

86

34 스와질란드
35 우간다

25

22

83

33 수단

34

37

24

29
13

35

19

18

85

54

29 르완다
30 세네갈

15

33

81

92

59

28 나이제리아

26

12

16

14

88

66
57
87
84

67

36

56

22 케냐
23 라이베리아
24 말라위
25 모잠비크

28

27

11

62

8
63
3 2 9
10 6
1 7

4

58
61

27 니제르

80

93

5

21 기니비사우

12 앙골라
13 부룬디
14 차드
15 콩고
16 콩고민주공화국
17 지부티
18 에리트레아
19 에티오피아
20 기니

21

88 리비아
89 모리타니
90 모로코/서사하라
93 튀니지
30

9 세르비아/코소보
10 몬테네그로
11 폴란드

3 크로아티아
4 체코
5 덴마크

64

65 타지키스탄
66 터키



출처: “지뢰 백서 2006. 전쟁 잔류폭발물과 대인지뢰 이외의 지뢰: 세계 조사 2003~2004”

79 베네주엘라

69 칠레
70
70 콜롬비아
71
71 에콰도르
72 엘살바도르
73 과테말라
78
74 온두라스
75 포클랜드군도/말비나스
76 니카라과
77 파나마
78 페루

73 74
76
72
77

8 헝가리

헤르체고비나

80 알제리아
81 이집트

6 FYR 마케도니아
7 그리스

1 알바니아
2 보스니아

ِݸ

EHL
57 사이프러스
58 에스토니아
59 그루지야
60 키르기스스탄

62 라투아니아
63 몰도바
64 러시아/체첸공화국

ِݸ

54 아르메니아
55 아제르바이잔
56 벨라루스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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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대인지뢰 금지협약

위해 다른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ݸ

•지뢰 제거, 지뢰 위험 교육, 지뢰 희생자의 치료와 재활을

(예. 지뢰지역의 표시와 울타리 설치)

한다.

제거하고 그때까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조약 가입 10년 이내에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대인지뢰를

•조약 가입 4년 내에 모든 비축분을 폐기해야 한다.

한다.

•대인지뢰를 사용, 개발, 생산, 비축, 이전을 하지 말아야

정부의 의무:
규칙

대한 국제인도법

전쟁 잔류폭발물에

ِݸ

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대한 협정 제5의정서

ࢭا۬ޑِݸਿ

– 2003년 전쟁 잔류폭발물을 다룬 특정 재래식 무기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지원한다.

•기존의 무력충돌에서 남은 전쟁 잔류폭발물로 이미

지원한다.

•희생자의 치료, 재활, 사회적 및 경제적 재통합을

정부의 추가 의무:

관련활동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충돌이 끝난 후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주체와 제거 및

•자신이 사용한 폭발장치의 유형과 위치를 기록하고

울타리 설치)

주민을 보호한다(예. 지뢰 위험 교육, 피해 지역의 표시 및

•전쟁 잔류폭발물이 안겨주는 위험을 경고하여 민간인

제거한다.

•무력충돌이 끝나자마자 모든 전쟁 잔류폭발물을 표시하고

정부와 무장단체의 의무:

ِݸ

EHL

국제인도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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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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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외교적 차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루어지는 핵실험, 핵무기를 실은 선박과

원자력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있는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이뤄지고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수가 없었다. 이 무기는 다른 무기를 합한

조사를 해보기로 했지만 아무 것도 찾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해

에서 지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 무기를

대학생이었을 때 《원자력 과학자 회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국제적,

나는 군비축소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

1980년대에 뉴질랜드에서는 태평양에서

어떻게 지뢰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가?

위해서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학생이었고 나는 지뢰 문제를 연구하기

나는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막 마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보통사람들의
것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그들은 ‘보도자료를 써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보도자료를

무기는

혐오스럽고

무차별적이며

것이다.

난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결심했다.

비인간적이어서 그저 학문적인 활동만

이

하는 것이 필연임을 깨달았고 그때쯤

(중략)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변인 역할을

열린 재래식 무기 조약 회의로 파견되었다.

보냈으며,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제네바에서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ࢭا۬ޑِݸਿ

자국에서 국민여론을 통해 자극하는 것이다

외교관들을

등을 떠밀려야만 행동을 한다. 따라서

일을 수행한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자국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아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와 협상하며, 그들은

외교관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이다. 이 운동은

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회의록을 기록했다.

서신을

무기를 제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이

그들은 나를 보고 ‘회의록을 써줄 수 있냐’

국회의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매일 나가서 이

회의에서 노트를 들고 뒷자리에 앉았다.

어느새

이 무기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살아남아서

그래서 뉴질랜드 지뢰금지 운동

싶었다.

썼고,

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전문가는

지뢰금지운동의 핵심은 이 운동이 ‘전문가’

지뢰금지운동의 새로운 면은 무엇인가?

나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단지 학업 그 이상이

ِݸ

당시 몇 살이었나?

ِݸ

메리 웨어햄과의 인터뷰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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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리고 있었기

전세계에서 비정부기구(NGO)와 정부기관이

운동의 코디네이터인 조디 윌리암스가

우리는 아주 운이 좋았다. 국제지뢰금지

등이 이런 조직이었다.

등의 인도주의 단체, 뉴질랜드 적십자사

같은 환경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옥스팜

유엔협회, 일부 참전용사협회, 그린피스

만한 다양한 조직을 얻는다. 뉴질랜드에서는

소집하고 거기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대학에서, 아니면 자기 마을에서 회의를

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다. 학교에서,

한 가지 일이다. 그저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제회의를 갔고 돌아와서 회의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한
1997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을
위한 조약이 나왔고, 122개국이 와서 서명을
하였다. 그 후 체결국은 더 늘어났는데(중략)
이전에 지뢰를 생산하던 국가와 대인지뢰의
주요 사용국이었던 여러 나라가 여기에

운동 초기에는 언론에 기사를 실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의

주장, 즉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의 전면 금지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인터뷰, 2000년 10월.

를 방문했고,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국민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당신의

설명했다.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이런 일을

국방장관을 만나곤 했다. 그녀는 이렇게

뿐 아니라 외무장관, 총리, 의회 대변인,

그녀는 수많은 호주의 운동단체와 NGO

정부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Watch)의 선임 주창자인 메리 웨어햄과의

상부의 명령은 없었지만 조디는 여러 나라

출처: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못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국

국민에게 맡겨두면 되는 것이다.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그런 다음에는 정부와의 공조 측면에서

포함되며 우리는 국가 당사자가 요즘에

있었는가?

있는가?

ِݸ

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ݸ

EHL
ِݸ

무엇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새로운 외교활동은 어떤 성과가

어떻게 NGO가 정부와 함께 일할 수

ࢭا۬ޑِݸਿ



오우네아키리/AP

47

ِ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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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증언을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전문가 증인’이 되었고 사람들이 나의

조성하는

조약에 가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빈 쿠플랜드 박사와의 인터뷰, 2005년 11
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귀향 난민 등과

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목격했다.

난민귀향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시킬 수

지뢰 위에 섰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사례는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 마당에 남겨진

여러 날을 이동하여 마침내 집에 왔는데

surgeon and medical adviser, ICRC,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었다.

November 2005.

Source: Interview with Dr Robin Coupland,

인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확실한

끝난 후 귀향하는 난민들이 대인지뢰로

우리는 이동중인 사람들, 특히 전쟁이

출처: 외과의사이자 ICRC 의료자문가인

하지만 이 무기는 개인적인 영향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사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결국

제작자로서 이러한 무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나라도 지지운동으로 인해 대인지뢰를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없다. 그 효과는 단지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지지운동과 조약의 결합이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의수족

는가?

보건근로자의 의견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

것들이 운동을 가속화시켰다.

이미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런

역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초기 사진

운동으로 알려지게 된 이 일에서 나의

이미지를

영향을 미쳤는가?

ࢭا۬ޑِݸਿ

무슨 일을 했는가?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 아는 사람 중에 지뢰금지 운동에



외교회의로 초청을 받았다. 나는 갑자기 ‘

필수요소였다.

유도하고,
> 이 조약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미쳤는가?

따라서 여론을 동원하는 것이 이 운동의

확보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대중의 관심을

대인지뢰금지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 대인지뢰금지는 어떤 효과를

과정을 시민사회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일이다.

있었는가?
> 그들은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는가?

이 조약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이

즉

데이터를

이루어졌다.

주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청하게 만들 수

>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관련해서 ICRC가 한 일은 네 가지를

보통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질문 :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제 법률회의와

다시 돌아오자 난 외과와 의학 관련 회의로

의학저널’에 발표되었다. 놀랍게도 유럽으로

본 ICRC의 지뢰 경험으로 작성되었고 ‘영국

수집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 병원에서

입원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병원에

나는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은 데이터를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지뢰가 지중에

남은 사지를 치료하려는 노력은 할 만큼

한 다음 나는 손상된 다리를 절단하고

결과였다. 삼 년 정도 야전외과의사로 일을

실제로 사람들이 대인지뢰로 부상을 입은

많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사지절단은

받은 인상은 사지를 절단한 사람이 굉장히

의 야전외과의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내가 1987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는가?

어떻게 지뢰금지 조약을 위해 일하게 되었

ِݸ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조약이 될 지지과정과

있다.

ِݸ

무엇이었는가?

ِݸ

조약을 성사시키는 일에서 당신의 역할은

ِݸ

로빈 쿠플랜드 박사와의 인터뷰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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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평가 방법
지속적 평가
인도법탐구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토론, 소그룹 활동,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등 적극적인

각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5분 동안 학생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한두 문장의 짧은 대답을 글로
쓰게 한다.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ݸ

>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ݸ

교수법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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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토대로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ݸ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준다

학생 과제물 포트폴리오
각 모듈에서 학생들은 인터뷰, 시, 희곡, 미술작업 등으로 개념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ݸ

자료 작성하기 등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각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미술작업, 취재자료와 수업시간에 제시한 언론기사를 모아 각 학생만의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해당학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모니터 한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샘플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ݸ

각 모듈의 마무리 질문
모듈 2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수업은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글로 써보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도 좋고(20~30
분), 두,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게 해도 좋다(10분).
에세이에 적합한 질문:
> 국제인도법은 무엇이며 왜 만들어 졌는가?
>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짧은 답변에 적합한 질문:
> 민간인들이 국제인도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는 3가지 규칙을 말하시오.
> 군대나 무장단체들이 모병한 아동병사의 활용결과 4가지를 말하시오.
> 무차별적 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의 사용은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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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그 중의 하나를 수업 전체의 에세이 주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각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문기사나, 인도법탐구 자료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그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의한다.

ِݸ

평가 기준
바람직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ݸ

•방관자, 전투원, 딜레마, 연쇄적 파급효과 등 인도법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

ࢭا۬ޑِ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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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를 제시한다.
•언론보도, 인터뷰, 수업토론 및 독서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ݸ

위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인도법탐구 자료에 대한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된 것이며, 평가기준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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ର҅ࢉౚ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IHL treaties and documents databas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ihl)

crimesofwar.org/thebook/book.htm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strument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glish/law/index.htm)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57JR8L/$File/IHL_and_IHRL.pdf)

ِݸ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ݸ

•Crimes of war: What the public should know, Crimes of War Project (http://ww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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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아동병사
•Childre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section_ihl_children_in_

ِݸ

war?opendocumen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ohchr.org/english/law/crc.htm)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ݸ

in armed conflict (http://www.ohchr.org/english/law/crc-conflict.htm)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http://www.child-soldiers.org)
•Children and armed conflict,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ttp://www.unicef.org/emerg/index_childsoldiers.html)
•Child soldiers, Amnesty International
(http://web.amnesty.org/pages/childsoldiers-index-eng)
•Child soldiers, Human Rights Watch (http://hrw.org/campaigns/crp/index.htm)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http://www.un.org/children/conflict/english/home6.html)
•Children of conflict, BBC World Service
(http://www.bbc.co.uk/worldservice/people/features/childrensrights/childrenofconflict)

EHL

인도법 탐구
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51

ର҅ࢉౚ
무기
•Weapon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iwpList2/Humanitarian_law:Weapons)

ِݸ

•Weapons and health,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section_weapons_and_health)
•Arms,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doc/?t=arms)

ِݸ

•Land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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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rc.org/eng/mines)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http://www.icbl.org)

ِݸ

•Landmine Monitor (http://www.icbl.org/lm)
•Landmine Action (http://www.landmineaction.org)

ِݸ

•E-mine: Electronic Mine Information Network (http://www.mineaction.org/index.asp)
•Biotechnology, weapons and humanity,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bwh)

ِݸ

•Disarmament: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United Nations
(http://www.unog.ch/80256EE600585943/(httpPages)/ 29B727532FECBE96C12571860035A6
DB?OpenDocument)
•World War I: the ICRC’s appeal against the use of poisonous gas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57JNQH)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http://www.opcw.org)
•The bombing of Hiroshima, Eyewitness to history
(http://www.eyewitnesstohistory.com/hiroshima.htm)
•Small arms availability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section_ihl_arms_availability?
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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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rms Survey
(http://www.smallarmssurvey.org)
•Control Arms
(http://www.controlarms.org)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http://www.smallarmsnet.org)

(http://www.vivario.org.br/)

ِݸ

•Viva Rio

ِݸ

•Arms Management in Africa (special section on children, youth and confli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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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North Africa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http://www.mena-small-arms.org)

ِݸ

•Small arm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ttp://www.unicef.org/emerg/index_smallarms.html)
•Human security and small arms,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ݸ

(http://www.hdcentre.org/About+the+programme)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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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인도법탐구
Exploring Humanitarian Law

ߣਿੳਅ

3-1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4

3-2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

13

ِݸ

탐구(2차시)

ߣِݸਿੳਅ

3

ِݸ

ِݸ

개념
국제인도법의 위반
민간인/전투원 구별

ِݸ

연쇄적 결과
불법적 명령
모듈 공통 사항
인간 존엄성

ِݸ

인도주의적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딜레마
파급결과
다각적 관점

ِݸ

배양할 능력
관점 정립
브레인스토밍
그룹 활동
딜레마 분석
파급결과 예측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앞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가르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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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모듈 2에서는 학생들의 무력충돌을 통제할 규칙이 필요한

탐구 3-1에서 학생들은 무력충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이유를 탐구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에 대해 학습하고,

통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위반 이유로 기록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희생자들에 미칠

내용을 살펴본다. 학생들이 한 위반행위로 다른 위반행위가

파급결과를 살펴본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모듈 3에서 학생들은 사람들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이유와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한다.

ِݸ

이 규칙을 수호할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계속 탐구한다.

ߣِݸਿੳਅ



목표

ِݸ

•국제인도법 위반을 판단한다.
•어떻게 한 위반행위가 다른 위반행위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한다.

3-1-1~3

학생자료

ِݸ

3-1-1 “전쟁현장의 목소리 2”
3-1-2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은 무엇인가?
3-1-3 워크시트 :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위반되었는가?

ِݸ

준비
“전쟁현장의 목소리 2” 중 1.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위반되었는가?, 2. 어떻게 하나의 위반이 또 다른 연쇄적 위반을
만들어 내는가? 에서 사용될 단락을 정한다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5(롤플레잉), 7(쓰기와 생각하기), 10(이야기와 뉴스 수집), 4(딜레마

ِݸ

이용)에서 파급결과 교육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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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위반되었는가? (15분)
한 학급의 학생을 2인 1조로 나누고, “전쟁터로부터의 목소리” 중 두 세 진술을 각
그룹이 다루도록 한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은 무엇인가”를 기반으로 각 진술에

3-1-1

학생자료

포함된 국제인도법의 다양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게 한다.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3-1-2

3-1

학생자료
학생자료

ِݸ

위반되었는가”에 관한 워크시트의 ‘차트 A’에 학생들이 찾은 답을 쓰게 한다.

ߣِݸਿੳ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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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또한, 각 팀에 배정된 진술을 연구하게 하고, 위반자들이 직접 말한 이유나 예상되는 이유를
찾도록 한다.
그런 다음 각각의 다양한 원인과 설명 속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학급 전체가 같이
살펴보게 한다. 유사한 설명을 범주별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편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자포자기적인 심정 등의
감정적인 이유로, 물자 부족에 허덕여서,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등]

ِݸ

[안보를 위해, 군사적 우세를 위해, 사령관이 내린 불법적 명령을 따른 것일 뿐, 민간인이 적에

<참조>

워크시트는 진술 1번 진술을
사용하여 사례를 제공한다.

ِݸ

2. 어떻게 하나의 위반이 또 다른 연쇄적 위반을 만들어 내는가? (15분)
전체 학생들에게 한 위반행위와 그것으로 인한 다른 위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진술을 찾도록 한다.

하고, 워크시트 ‘차트 B’의 관련 칸을 채우게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위반되었는지 표시하게 한다.
[예: 어느 한 쪽이 총을 병원 지붕에 놓아 두면, 그 파급결과로 상대방은 병원을 공격할 것이다.
한 쪽이 어느 한 죄수를 죽이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은 죄수들에게 총질을 하는 사태를
야기한다. 납치범이 어느 포로를 잔인하게 대우하면 결국 그 포로가 죽거나 다른 납치범도 이
행동을 따라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찾아낸 연쇄적 파급결과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학생자료

ِݸ

두 명의 학생이 짝을 지어 국제인도법의 위반이 다른 연쇄적 위반을 야기한 행위를 토론하게

3-1-3

“군대는 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할까?
그들은 아마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떤 대단한 것을 약속
받았는지 모른다. 잔인한
행동에 무감각 해져서
스스로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인간의 마음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 군인의 공격을 받은
민간인 전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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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인도법 위반을 막거나, 이로 인한 파급결과를 제한할 수 있을까? (10분)
그룹 별로 한 건의 위반행위를 선택해 연구 하게 한다. 그런 다음 국제인도법 위반을 막거나, 이로
인한 파급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하게 한다.
목록 작성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이 그들의 제안을 평가하게 한다.

ِݸ

[예시질문]
> 각 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다음, 이러한 각각의 파급결과는
또 어떤 연쇄적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

ِݸ

> 정부나 각종 충돌 당사자들이 당신의 제안이 적용가능 할 것으로 보는가?
가능하다면 혹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안들의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
[명령 하달, 훈련, 감시, 징계, 처벌, 법률 제정 등]

3-1

ِݸ

ِݸ
ِݸ

“젊은 장교인 나는 장교
훈련을 막 마치고서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그 날은 휴일이었다. 네
명의 다른 병사들과 함께
별 문제 없는지를 두루
살피면서 걷고 있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오천
명은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돌을 던져댔다. 난민
수용소의 누군가가
다친 탓에 모두들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다들
흥분한 상태라 우리의
목숨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나는
어떻게 사병들을 이끌고
빠져나갈지를 생각해
내야 했다. 그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권총과
실탄뿐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데리고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 발을
표적으로 하긴 했지만,
탈출을 위해 열 발 이상을
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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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지역 지휘관

4. 마무리 (5분)
토론
> 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한 뉴스 중에서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가?

!

핵심정리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는 연쇄반응을 유발하여 더 많은 위반으로 이어진다.
•국제인도법을 위반 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국제인도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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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경제 파괴가 주요 전략이
되었고, 결국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없다면 민간 사유물을 파괴하라는 명령
을 받았으며, 민간사유물을 파괴하고

때문이었다. 포로에 대한 감시 책임을

덜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죽이는

것이다.”

– NGO 활동가

– 군 지휘관

수 밖에 없다.”

잡혀있는 있는 포로가 그 대가를 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3 “적진에 잡힌 우리 쪽 포로가 죽임을

– 전직 전투원

때문이었다.”

핏덩이를 죽이는 가혹한 행위를 자행했기

이유는, 적군이 먼저 3 개월 밖에 안 된

2 “우리가 결국 일가족을 공격하게 된

– 병사

수밖에 없다.”

공격할 때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살해할

군인의 구별이 가능할까? 따라서 도시를

죽이고

– 병사

– 전직 전투원

옳지 않다.”

기아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전략은

아니다.”

인도주의적 지원도 차단하였다. 굶주림과

병사가 머무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은신처로 만들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들은 이러한 지역의 신성성을 이용해

8 “성역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이다. 전투

없었다. 대신 마을로 들어가는 어떠한

6 “연방 군은 민간인을 포로로 잡을 수

–억류 경험자

말았다.”

포로를

– 전직 전투원

병사들은

포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없었기에

목표가 되었다.”

5 “또 다른 문제는 계획의 부재이다. 즉,

ِݸ

입는 상황이 많았다. 이 때 과연 민간인과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적과의 전투에서

정했다. 이후 그 상황이 변했다. 전투가

ِݸ

1 “병사들이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바꿔

농작물은 건들지 마라’와 같이 도덕률을

감시해야 한다는 책임이 짐이 되었기

‘민간인들의

결론에 이르렀다. 이동 중에도 포로를

지휘관이

있는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기술 한다.

군

직접 겪었고, 목격하였으며 들어서 알고

7 “전시에

4 “병사들은 전쟁 포로를 죽여야 한다는

최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ݸ

인도법 탐구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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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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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을 하는 병사들은

인도법 탐구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음식을 차단하고 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좋다. 그들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억류된 전투원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이고, 어쩌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무고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들은

위에

배치시켜

총을

-언론인

죽이게 된다.”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일 테지만, 민간인을

못 가져가게 한다. 당신은 당연히 군사

지붕

갖고 와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적군은

– 전직 전투원

민간인을

15 “그곳에 기관총이 있고, 당신이 그것을

잘못된 행위이다.”

희망도 먹을 것도 없다. 따라서 물 오염은

것도 전쟁 전략 중 하나이다. 그들에게

테니 이들은 적이라고 지시 받는다.

적자생존,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될

받았다.

14 “민간인에게 음식과 물 지원을 차단하는

지시를

이것도 전쟁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떠나라는

childsoldiers/voices-of-

young-soldiers) 자료에서 각색

soldiers.org/

아동병사 징집금지 연대(http://www.child-

위해 수행한 연구, “어린병사의 목소리”,

출처 : ICRC의 “전쟁 중인 사람들” 캠페인을

– 전 아동병사

죽인다고 협박했다.”

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대로 우리 부모를

눈에 띄는 어떤 것도 파괴하고 말 것이다.”

– 전직 교사이자 난민 수용소 관리자

여력이 없다.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11 “주둔지를 이동할 때, 물을 오염시키고

이제 군인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전쟁이다. 전시에는 이런 것을 고려할

– 무력충돌 지역 거주자

17 그들은 나에게 군복을 주면서 너는

– 군 지휘관

것이다.

때문이다. 분노를 민간인들에게 푸는

죽인 이들이 바로 이들 쪽 사람들이기

완성되면 민간인을 죽일 것이다. 아군을

결코 보상하지 못할 범죄 행위이다. “

아버지 없는 아이를 기르고 있다. 이것은

13 “성지 혹은 유적지를 파괴시키는 것이

- 미망인

그들은

있기 때문이다.”

– 억류 경험자

현재

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묻힐 수

폭격을 가할 수 밖에 없다.”

강간당했고,

교육받은 적 없는 문맹자들이다.”

포로들이 살해당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해도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건물에

10 “소녀들이

대체로 비 특권층이면서 전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상자를 위한 무덤을 파게 한다. 무덤이

아군 사상자가 많을 때 민간인을 불러

처우가 발설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못했다.

건물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한다. 그렇다

받지

민간인이 살고 있는 교회 지붕 위나 큰

처우를

그러나 가해자들도 이러한 부적절한

적절한

때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가령, 이들은

16 “이럴 때 병사가 민간인을 죽인다. 가령,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쟁에서

12 “나의 시동생이 전쟁 포로로 잡혔을

ِݸ

방패로

ِݸ

살아있는

ِݸ

민간인을

ِݸ

9 “군대는

ߣِݸਿੳਅ

ِݸ

ੴ੧ഀਿ࣒ܶ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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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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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무기의 사용은 금지한다

4.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 공격 하기 전에,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금지한다.

문화 및 역사적 기념물 등)에 대한 공격은

2. 민간물자(주택, 병원, 학교, 예배장소,

1. 민간인 공격을 금지한다.

사용하여

군사목표물을

8.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다.

하며 가족과 연락의 연락을 허락해야

음식, 물, 의복, 쉼터와 의료를 제공해야

7. 생포한 민간인과 적군에게는 충분한

제외하고 특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아서 돌봐야 한다. 의료적인 이유를

6. 부상자, 병자, 낙오자인 적군을 찾아

보호하는 일은 금지한다.

5. 인간방패를

4. 민간인을 굶기는 일은 금지한다.

3. 민간인의 강제퇴거를 금지한다.

2. 성폭력은 금지한다.

혹은 처벌은 금지한다.

1. 살인, 고문,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대우

민간인과 전투력을 상실한 전투원은

공격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ݸ

군사목표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처우

금지한다.

8.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의 남용을

금지한다.

관련 인력과 물자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의료 및 종교

7.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을

행위는 금지한다.

농사지역, 식수시설 등)를 파괴하는

6. 민간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자(식량,

금지한다.

5. 전투 중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생존자 말살 명령 또는 말살 위협은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

3. 항복하는 적군을 사살 또는 부상을

2. 인질행위는 금지한다.

사용을 금지한다.

1.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는

적군의 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전쟁의 유일한 합법적인 목표는

무기와 전술

ِݸ

구분

ِݸ

인도법 탐구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ߣِݸਿੳਅ

존중해야 한다.

절실하게 필요한 보호, 건강, 지원은

5.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4. 문화재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3. 인도적 구호요원, 구호품, 구호활동은

보호해야 한다.

(병원, 의원, 구급차 등)은 존중하고

2. 종교인력뿐 아니라 의료인력과 시설

모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1. 무력충돌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정 범주의 사람과 물자는 추가적인

특정한 보호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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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үߣأਿӘ߿ӊஒਲޑ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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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ݸ

인도법 탐구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비례의 원칙: 예상되는 민간인 사망자나 부상자 수 또는 민간물자의 피해가 기대되는

임할 입장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것으로 체포된 전투원, 또는 부상당했거나 병들었거나 난선된 전투원으로 더 이상 전투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 : ‘Hors de Combat’ 문자 그대로 ‘전투를 벗어남’을 뜻하는

경우 결정적인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자

군사 목표물 : 그 특성, 위치, 목표, 활용성이 군사적 행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파괴될

전투원 : 군대의 구성원, 충돌당사자의 명령을 받은 무장집단의 구성원

경우, 이는 민간물자로 간주한다. )

(민간물자가 실제로 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조금이라도 불분명할

합법적 군사목표물이 된다.

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보호권을 상실하고

민간물자 : 군사목표물이 아닌 대상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은 무조건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보호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ݸ

EHL

민간인 : 전투원이 아닌 모든 사람

ِݸ

구분

ߣِݸਿੳਅ

ِݸ

үߣأਿӘ߿ӊஒਲޑ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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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구분 1

무기와 전술 5
안보의 이유로 등

ߣِݸਿੳਅ

신분을 감추려고, 먹을 것과 잘 곳이 필요해서, 두려워서,

이유

ਐ௷डౚ

진술 #

진술 #

진술 #

않고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죽였다.”

ِݸ

진술 #1 – “군인도 민간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적군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예: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ݸ

잘못된 행동을 기술하라

ِݸ

EHL
ِݸ

차트 A



11

ِݸ

পپүߣأӊஒਟ߃صশג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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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ݸ

EHL

인도법 탐구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무기와 전술 5
공격하게 된다.”

죽였다. 그렇게 되면 상대편도 보복 차원에서 민간인을

“적군 병사들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누구라도

이어 발생한 (혹은 발생될 수 있는) 위반을 명시하라

ߣِݸਿੳਅ

무기와 전술 5

구분 1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ਐ௷डౚ

진술 #

진술 #

진술 #

진술 #1 – 민간인 행세를 한 군인

예:

국제인도법 위반

ِݸ

누군가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기술하라

ِݸ

차트 B

ِݸ

পپүߣأӊஒਟ߃صশג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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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үߣأવଷੋ
탐구 3-1에서 학생들은 국제인도법 위반을 확인하고, 왜
전투원들은 이 법을 위반하는지, 어떻게 한 위반이 다른 연쇄적
위반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본다.
탐구 3-2에서 학생들은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 다양한

ِ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탐구한다.

3-2
ߣِݸਿੳਅ



목표
•국제인도법 원칙을 존중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 본다.

ِݸ

•어떻게 이들의 책임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한다.

3-2-1

학생자료

ِݸ

3-2-1 국제인도법 존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준비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7(쓰기와 생각하기), 9(소그룹)을 검토한다.

ِݸ

시간
45분/1차시

ِݸ

EHL

인도법 탐구
탐구 3-2 :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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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ఋҮ

ߣِݸਿੳਅ

1. 규칙은 충분한가? (5분)
먼저,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목록으로 정리 한다.
> 어떤 것들이 전투원이 규칙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까?
[법률에 대한 지식, 규칙에 대한 훈련,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드는

ِݸ

지휘관, 규칙 준수에 대한 병참 차원의 지원, 위반은 금지 사항이며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 등]
목록이 정리되면, 학생들에게 목록의 각 제안을 실천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

ِݸ

2. 규칙을 존중할 책임 (30분)
학급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국제인도법 존중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읽고 토론하게 한다.

3-2-1

학생자료

ِݸ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그룹에 다음의 과제 중 하나를 지정해 준다.
•군 지휘관의 책무 목록을 작성한다.
•병사의 책무 목록을 작성한다.
•정부의 책무 목록을 작성한다.

ِݸ

학생들에게 각 지휘관의 진술에 따른 질문을 기반으로 토론을 이어가게 한다.
학급 학생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각 그룹에게 토론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학생들은 “국제인도법 존중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읽기 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ݸ

검토한다. 그런 다음 현재 생각을 물어 본다.
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지휘관 1 :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대의도 훼손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파급결과를 낳을 것이다.”
핵심 개념
목적과 수단, 대의명분의 신뢰성, 사리 추구, 여론, 이미지

군 지휘관 2 : “전쟁에서 작전계획을 할 때 인도주의적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핵심 개념
군사 계획, 포로, 부상당한 적군을 위한 의학적 치료, 법률 준수

군 지휘관 3 : “지휘관들은 원칙 준수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훈련과 엄격한
규율이 기반돼야 한다.”
핵심 개념
이행, 책무, 훈련, 규율

EHL

인도법 탐구
탐구 3-2 :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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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학생들에게 군 지휘관의 진술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논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예시질문]
> 이러한 군 지휘관의 생각을 시민 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어느 병사가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ݸ

> 리더십의 좋은 예와 나쁜 예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ߣِݸਿੳਅ

3-2



마지막 질문은 이후 활동에서 계속 다뤄질 복합적인 질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령은 불법적인
것이고 병사들은 국제인도법에 위반하는 어떤 명령에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ݸ

주지하도록 한다.

3. 마무리 (10분)
학생들에게 군 지휘관의 다음 진술을 살펴 보고 토론을 하도록 한다.

ِݸ

“전투는 마지막 수단이다. 인도법이 없다는 것은 불빛 없는 터널을 가는 것과 같다.”
[예시질문]

ِݸ

> “불빛 없는 터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빛은 왜 중요한가?
“패배한 적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면, 그 적들은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덤비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도주의적 법률의 필요성이다.”

ِݸ

[예시질문]
> 패배한 적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것이 평화 회복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가?
일반 시민 사회에서의 다툼이나 논쟁에도 이러한 생각을 적용할 수 있을까?
만일 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 핵심정리
•국제인도법을 존중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단 한 명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관리, 군 지휘관, 하급
병사들 모두가 협력해 국제인도법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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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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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문서에 인도주의적인 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령 전쟁 포로를 후송해서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부상당한 이는 또 어디로

보내야 할지 등을 전부 고려한 내용을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지휘관으로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분명 심각한 파급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군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있는가?

행동 때문에 불명예를 당할 수도

> 군 지휘관의 목적이 휘하 병사들의

무엇인가?

정당화 되지 안았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군 지휘관의 행동은 왜 중요한가?

ߣِݸਿੳਅ

> 훈련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까?

> 이러한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에는

정당화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

짤 때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아래 형편없는 병사가 배치 됐을 때, 하루 안에 향상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되면 일주일 만에 폭도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훌륭한 지휘관

지휘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세계 최고의 병사들이 형편없는 지휘관 아래 있게

최고의 지휘관 아래 최고의 병사가 나온다. 그러나 최고의 병사가 꼭 최고의



> 군 지휘관이 군사 작전 계획을

질문 :

포함시키고 있다.”

그 모든 사항을 작전 명령 문서에

무리와 다름 없는 전장의 폭도에 불과하다.

엄격한 규칙 준수를 지시하지 않는 지휘관을 두었다면, 그 부대는 마치 야생동물의

국제인도법 규칙에 무지하다든지, 규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든지, 병사들에게

사태가 악의적인 학살로 번지냐 아니냐는 바로 하급 사관의 통제에 달려 있다. 만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전쟁이 불러 온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된다. 심지어 잘 훈련되고 도덕성과 규율이 우수한 일반 병사가 민간인을 살해 하게

이들은 훈련과 엄격한 규율을 기반으로 규칙 준수와 존중에 대한 감시 책임을 맡게

“전쟁 시 국제인도법 규칙 준수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자는 상급 지휘관이다.

군 지휘관 3
(짐바브웨)



> 수단이 적절치 못할 때 목적이

있는가?

전투원의 명분은 어떻게 훼손될 수

>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질문:

명령을 포함하는 문서가 작성된다.

준수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작전

“우리는 군대에 이런 기본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군 지휘관 2
(요르단)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규칙을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 할 책임까지 있다. 정부 역시 국제인도법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군 지휘관1
(엘살바도르)

전투원이 이를 위한 적절한 훈련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도법 위반 발생을

아래는 서로 다른 대륙 출신 지휘관의 견해를 나열한 것이다.

이 책임자들은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가 국제인도법 규칙을 확실히 인지하게 하고, 특히

ِݸ

이들의 지휘관이 함께 진다. 군대는 국제인도법 규칙이 준수되는지 감시할 책임을 비롯해

ِݸ

무력충돌 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일차 책임은 전투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전투원과

ِݸ

үߣأવଷੋਲֹҮѬגй

3-2-1

학생자료

S.3-2

16

ಞй
평가 방법
지속적 평가
인도법탐구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토론, 소그룹 활동,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등 적극적인

각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5분 동안 학생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한두 문장의 짧은 대답을 글로

ِݸ

교수법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ߣِݸਿੳ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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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게 한다.

ِݸ

>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토대로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ݸ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준다.

학생 과제물 포트폴리오
각 모듈에서 학생들은 인터뷰, 시, 희곡, 미술작업 등으로 개념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ݸ

자료 작성하기 등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각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미술작업, 취재자료와 수업시간에 제시한 언론기사를 모아 각 학생만의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해당학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모니터 한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샘플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ݸ

각 모듈의 마무리 질문
모듈 3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수업은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글로 써보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도 좋고(20~30
분), 두,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게 해도 좋다(10분).
에세이에 적합한 질문
> 사람들은 국제인도법을 왜 위반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전투상황에서 군인들이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과 군인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짧은 답변에 적합한 질문
> 한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위반행위를 초래하게 만드는 경우를 2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누가 민간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EHL

인도법 탐구
탐구 3-2 :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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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그 중의 하나를 수업 전체의 에세이 주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각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문기사나, 인도법탐구 자료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그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의한다.

ِݸ

평가 기준

ߣِݸਿੳ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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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ݸ

•방관자, 전투원, 딜레마, 연쇄적 파급효과 등 인도법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를 제시한다.
•언론보도, 인터뷰, 수업토론 및 독서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ݸ

위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인도법탐구 자료에 대한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된 것이며, 평가기준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ݸ
ِݸ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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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rave breache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57jp2a?opendocument)

•Respecting and ensuring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ݸ

RESPONSIBILITIES FOR RESPEC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
ߣِݸਿੳਅ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section_ihl_
state_ responsibility?opendocument)

ِݸ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57JNXN/$File/Implementing_IHL.pdf)

ِݸ
ِݸ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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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인도법탐구
Exploring Humanitarian Law

үߣأਟ߃

4-1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4

ِݸ

탐구(2차시)

ِݸүߣأਟ߃

4

ِݸ

ِݸ

개념
실행
집행

ِݸ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
사회적 압력
전쟁범죄
모듈 공통 사항

ِݸ

인간 존엄성
인도주의적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파급결과
다양한 관점

ِݸ

딜레마

배양할 능력
관점 정립
파급결과 파악
법적 논리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앞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가르칠 것을
권고함.

EHL

인도법 탐구 시작
모듈 4 : 국제인도법 위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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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듈3에서는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라는 주제를 다뤘으며,학생들은

탐구4-1에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 다음 위반행위를

사례별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처벌하는 방법들을 탐구하도록 하며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대해

와 책임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학습했다.

설명한다.

ِݸ

모듈4의 목표는 국제인도법의 실행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범법자 재판회부, 진상규명 및 화해도모,
다양한 배상방법 등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ݸүߣأਟ߃



ِݸ

목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혹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무력충돌 이후 사회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한다.

ِݸ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처벌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_

학생자료

ِݸ

4-1-1 그래프 : 전쟁규칙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들
4-1-2 잊을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견해들
4-1-3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4-1-4 워크시트 : 국제인도법을 이행할 책임
4-1-5 위반행위 발생 후 사회적 침묵에 대한 고찰

ِݸ

4-1-6 너무 늦은 것인가?

준비
•법이 위반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에서 작문과제로 제시할 질문을 선택한다.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육방법1(토론), 7(쓰기와 고찰), 9(소그룹), 10(이야기와 뉴스수집)을 검토한다.

시간
45분/2차시간

EHL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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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을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한다.
(“가족간에 지켜야 할 규칙”,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거나 보편적 도덕규범들을
어겼을 때 등)
[예시질문]
> 여러분이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ݸ

ِݸүߣأਟ߃

1. 법이 위반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5분)

ِݸ

법 위반사례들을 가지고 토론을 계속한다.
[예시질문]
> 절도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ݸ

지역 뉴스에 나온 최근 사례를 이용한다. 학생들에게 각 사례별로 예상 가능한 이유를
제시해보라고 한다.
무력충돌의 상황으로 토론 범위를 확장한다.

ِݸ

[예시질문]
>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일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전쟁규칙을 위반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ݸ

아래 표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시된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들을 떠올려 보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답변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라고 한다.

질문 1 : 전쟁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질문 2 : 전쟁이 끝나면 전쟁규칙

처벌 받아야 하는가?

위반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렇다.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아니다.

•대중에 공개하되 재판에 회부하지는

•모르겠다.

않는다.
•용서한다.
•사면한다.
•전쟁이 끝났으니 잊는다.

위의 질문들과 학생들이 제시한 답변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학생들에게 “전쟁규칙

<참조>

‘사면’이란 특정 행위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금하는 정부 결정을
말한다.



학생자료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들”이라는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와 자신의
의견을 비교해보라고 한다.
[예시질문]
> 무력충돌의 경험은 당사자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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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잊거나 혹은 처벌했을 때 나타나는 파급결과 (20분)
“잊을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견해들”을 제시한다.


2인1조 혹은 소그룹에 4개의 사례 중 하나를 각각 배정한다.

ِݸ

다시 한자리에 모인 학생들에게 배정된 사례에 나타난 행동 및 비행동의 이유들을 파악해보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자료

“쓰라린 고통의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용기로
맞선다면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

ِݸүߣأਟ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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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 마야 안젤루, 미국 시인

[예시질문]
> 행동/비행동의 선택에 따라 다음 대상에게 미치는 파급결과는 무엇인가?

ِ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무력충돌을 겪은 사회 전체에?
>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ݸ

학급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아래의 표를 채워 보라고 한다.

국제인도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다음의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사회 전체에?

조치를 취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전쟁범죄의 재판과 처벌 (25분)
다음의 국제인도법 규칙에 대해 토론한다.

모든 국가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한 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 4개 제네바협약 공통 제49, 50, 128, 146조를 바탕으로 재구성

[예시질문]
>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과거 및 현재의 사건들로부터 사례를 제시해 보라고 한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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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학생자료

[예시질문]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나열한다.

다음의 각 주체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적어보라고 한다.



학생자료

ِݸ

“국제인도법을 이행할 책임”이라는 워크시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무력충돌 이후

ِݸ

>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ݸүߣأਟ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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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혹은 무장단체의 지휘관
• 정부

ِݸ

• 법정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한다.
용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위에 제시된 각 당사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ݸ

강조한다.
•군대 혹은 무장단체의 지휘관들은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행위를 막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위법행위들을 보고하고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범한
•정부는 심각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국가법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심각한 위반행위
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찾아내고 기소할 궁극적 책임이 있다. 또한 군 지휘관들이 심각한
위반행위를 범한 부하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정은 심각한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다.

ِݸ

그들의 휘하에 있는 군관계자들을 법원에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참조>

인도법탐구에서 ‘전쟁범죄’란
용어는 ‘심각한 위반행위’를
비롯한 기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가? (15분)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폭력사태가 끝난 뒤 피해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 밖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도록 다음의 서술문을 제시한다.
1982년 이전 6년 동안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소위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사라졌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해군장교들은 고문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던 ‘사라진 자들’을 비행기에서 남대서양으로 던져버렸다.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간의 화해 도모, ‘사라진 자들’의 시신을 찾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노력, 공개사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기념비 건립 등]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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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에 관해 토론한다.
[예시질문]
> 누가 이러한 노력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ݸ

[국제사회, 정부, 비정부 기구, 피해자 가족, 시민 당사자들 등]
> 누가 이러한 노력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제사회, 정부, 해군, 가해자, 명령을 내린 자들 등]

ِݸ

>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치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ݸ

5. 마무리 (5분)

ِݸүߣأਟ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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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상처치유를 위해, 사회재건을
위해, 미래의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폭력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등]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 무력충돌이 종결된 후 정의를 구현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ݸ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핵심정리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들은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인도법을 집행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정부에게 있지만 다른 주체들도 역시 중요한

ِ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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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1998~1999년 16개국(당시 무력충돌을 경험한 12개국 포함)을 대상으로 “전쟁 중인 사람들”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의 그래프들은 응답자들의 의견을 보여준다.

(모르겠다)

전쟁이 끝났으니 잊는다

사면한다

ِݸ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용서한다

대중에 공개하되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는다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규칙 위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모르겠다

아니다

그렇다

ِݸ

전쟁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는가?

ِݸ

EH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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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S.4-1

ِݸ

ِݸ

ِݸ

ِݸ

ِݸ

EHL

심판대에 세울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칠레인들은 그들 중 과반수가 쿠데타를

찬성을 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수필가

속에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각인되어 있다.

다른 모든 피해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크메르루주의 주도세력이 그들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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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2년여 동안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던 저널

리스트

딴판이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캄보디아에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운전사

- 아버지와 형제자매 다섯을 잃은 택시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의 시신이 어디에

받았다면 캄보디아 국민의 삶은 지금과

않는다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상규명과

“타 목(크메르루주 지도자)이 법의 심판을

견해 2

되었던 고문소의 한 생존자
이루어지지

촉매제 역할을 한다. 칠레는 피노체트를

크메르루주에 의해 자행된 학살)은 내 기억

정의구현이

그 사회의 양심을 되돌아 보게 만드는

서른이었다. 그 사건(1970년대 캄보디아의

견해 2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범죄가 자행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당시 나는

- 1만 7천명에 대한 고문과 학살이 자행

견해1

칠레

견해1

캄보디아

끔찍했기 때문에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며 그 마음을 진정시킨다. 시에라리온의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정의구현보다는 평화가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사면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사람들이 손을 잃게 될 것이다.”
-딸의 탈출을 은폐한 죄목으로 반란군
들에게 두 손을 절단 당한 사람

- 목사

것이다.”

반란군들은 또 다시 반정부 투쟁을 시작할

‘너희를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누구를 심판해야 하는가? 그 어느 누구도

처벌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누가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한 범죄는

ِݸүߣأਟ߃

- 구호단체 직원

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일일 수도

그러나 우리가 먹이고 돌보는 아이들을

싶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견해 3

“사면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혐오감이 든다.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견해 2

훗날 전능하신 신께서 그들 가족과 내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들에게

“만약 길거리에서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을

-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

기대하기 어렵다.”

뿐이다. (중략) 자행된 범죄들은 너무나

- 변호사
견해 2

“사면은 면죄의 악순환을 또 다시 촉발할

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견해1

(외국인 2명의 견해)

시에라리온

폭력과 면죄라는 악순환을 고착시킬 것이다.

“사면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견해1

(시에라리온 국민 3명의 견해)

시에라리온

ਲ਼ѥй Әফѥй үߣأਟ߃೪ਟߠ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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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출처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8조에서 발췌

•인질을 잡는 행위

살해하는 행위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 적을 상해 혹은

위협을 일삼는 행위

•생존자 말살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살해하는 행위

•투항한 전투원을 상해 혹은

•인간방패를 통한 군사 목표물 보호

•민간인들에 대한 식량지원 차단

•군사적 필요와 무관한 재산 파괴

•의도적인 민간인 혹은 민간물자 공격

심각한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오용하는 행위

•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 혹은 시설을

• 합법적으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무력충돌에 개입시키는 행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아동을 군대나 무장단체 일원으로

• 성폭행

사용하는 행위

• 금지된 무기나 전투방법을

시키는 행위

• 불법으로 민간인들을 강제 이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다음과 같은 행위들 역시 전쟁범죄로 볼 수 있다.

모멸적인 처우

•고문, 비인간적인 혹은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이나

ِݸ

•고의적 살해

행위들은 전쟁범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ݸ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든 전투원과 포로 혹은 민간인에게 자행된 특정

ِݸ

전쟁범죄는 무력충돌 발생 시 자행되는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이다.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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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법정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휘관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에...

> 법정 :

ِݸ

> 정부 :

ِݸ

EHL

> 군대 혹은 무장단체의 지휘관 :

ِݸ

전범 용의자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다음 각 주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ݸүߣأਟ߃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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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일 수 있다. 1989년까지 공산당

통치세력이었던 슈타지(전 동독 비밀 경찰)

를 기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티나

로젠버그는 아무도 고문이나 그 밖의 다른

선택의 산물일 수도 있다. 일단 무력충돌이

종결되면 국가는 통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일은 분명 일어나지 않았을

ِݸ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잔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부인하는

뜻이기

상황을 말한다. 사회적 침묵은 명백한
침묵은

단체들이 겪었을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때문이다.

워하는 바이다. 개인 혹은 목표 대상이었던

대한 책임을 국가가 나서서 검토하지 않는

주도하에

지지 않는 즉, 전쟁범죄나 민간테러에

정부의

이러한 침묵대응은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

기억상실’이란

책임소재를 묻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집단

전환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수단이다.

출처 : 크리스탈 C. 캠벨, 미발표 보고서
1. 티나 로젠버그,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출몰하는 유럽』, 빈티지 북스, 1996.
2. 아리예 나이어, 『만행, 학살, 테러 그리고
정의를 위한 투쟁』, 타임즈 북스, 1998.

ِݸ

정권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제로

ِݸ

과거를 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국가가 용인한

원한이 곪게 만든다.

원한을 남기게 되고 치료해주지 않아 그

무시하는 것은 전시체제 혹은 전체주의

평화적 공존은 겉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2

단기적으로 볼 때, 과거의 만행들을 잊거나

추궁 받지 않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말해 전쟁의 상처가 치유된 새로운 사회를

책임 추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면, “피해자들이 보기에 가해자들에 대한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기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있는 전쟁범죄를 처리해야 하는가? 다시

과거는 과거일 뿐 정부는 미래 건설에

정부의 구성원들이 국가조직을 장악한

과거와 대면하여 당시 자행되었을 수도

말한다. 아리예 나이어라는 학자에 따르

기억상실 정책은 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사면이나 용서로 연결된다. 사면은 이전

테러행위가 종결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부는

것”1 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었다고

건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침묵이 명백한 선택인 경우, 그것은 종종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학살, 고문, 강간,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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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그룹의 프랑스 학자들은 프랑스

공론화에 가세했다.

역사학자들과 정치가들도 토론에 나서면서

기사와 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벌어졌다. 양측으로 편이 갈라졌으며 수많은

드디어 프랑스에서 광범위한 공개토론이

드러난 프랑스 장성들이 즉각 대응을 했고,

그녀의 발언을 통해 만행에 연루된 것으로

이길라리쯔가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당했던 전 알제리 무장단원 루이제뜨

2000년이 되자 1957년 당시 3개월간 고문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토론이 열릴

책과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저지른 만행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동안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군이 알제리에서

일반사면이 내려졌다. 그 후 거의 40년

잔혹행위를 범한 양측 전범들을 대상으로

종결되었으며 알제리는 독립을 이루었다.

만행을 저질렀다. 이 전쟁은 1962년에

세력들과 전쟁을 벌였다. 양측은 모두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1954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는 당시

고문 및 즉결처형을 용인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출판했다. 그는 1955년부터 1957

잡으라고 주문했다.

소송을
그러나 알제리 전쟁 중 자행되었던 모든
만행들을 사면한 1968년에 제정된 프랑스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당시 정치권이 군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음을 강조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재판에서
장군은 알제리에서의 만행에 대한 처벌로
7,500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달 뒤, 프랑스 최고법원은 장군이
자행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프랑스의 국가기반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국가기반이

더 탄탄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그와 다른 견해를 표하며 옛

상처를 들추는 것에 반대했다. 프랑스

부결되었다.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설립 제안은 결국

피해자 보상방법 마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범죄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를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프랑스가 자행한

내리지 않았다.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도

프랑스 국무총리는 진상규명으로 인해

법에 따라 판사는 장군에게 유죄판결을

하나였다.

차례 제기되었다. 루이제뜨 이길라리쯔도

범죄들이 자행된 것은 사실이나 소규모로
중

책이 출판된 후, 곧 장군에 대한 소송이 수

다고 공식 천명했다. 그들은 고문과 기타
사람들

시인했다.

이와 같은 역사 바로잡기 노력을 지원하겠

제기한

그는 그러한 잔혹행위에 자신이 가담했음을

알제리에서 복무했던 300여명의 장성들은

년까지 알제리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다.

2001년 폴 오사레스 장군은 프랑스 정부가

일어났던

중에

ِݸ
알제리전쟁

ِݸ

고문사건을 인정하고 비판하여 역사를 바로

ِݸ

정부에게

ِݸ

프랑스에서의 공개토론

ِݸүߣأਟ߃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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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인종주의가 팽배했고 무엇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후회가 없다.”

명령 수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고문을 용인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아버지 세대가 한 거짓말 때문에

것이다.”

– 자크 마수 장군

거둔 바 있다.

포로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고도 큰 성과를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심문 받는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다고

않는다.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해도 고문을

상병이었던 블라디슬라스 마렉

– 1960~1962년 알제리 전쟁 당시 프랑스군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고문 혐의가 제기된 것처럼

고문에 있어서는 결백한 200만 명의 사람들

“참전용사들은 알제리 전쟁에 가담했지만

- 프랑스 심리학자 마리 오딜 고다르

맞설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

말한다. 당시 스무살에 불과했던 그들은

ِݸ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ݸ

병사들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가 고문에 대해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이 고문을 사용할

– 알제리에서 장교로 복무한 자끄 쥘라아르

결심했다. 그 당시에는 고문이 반란군을

고문 소리를 듣거나 장면을 목격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가슴속에 수치심을 갖기를 바라지 않는다.”

없지만 알제리에서는 고문을 사용하리라

두려워했다. 예외 없이 그들 모두는 적어도

“징집병들은 명령, 특히 고문과 관련된

조르주 두생

다루는 보편적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살아가는 동안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되어

“나는 단 한번도 고문을 찬성한 적이

수치스러운

때문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이해하는

고문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것이다.

어떻게 야만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 프랑스 참전용사와 전쟁 피해자 협회장

만들었던 것 같다.”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 전쟁 당시를

식민지 전쟁에 내재된 경멸적 시각이
폭력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 폴 오사레스 장군

저항하려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화는 금물이다.
필요하기

관해 알고 목격했지만 침묵했다. 군율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특정 사실들은
용기가

극소수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고문에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우리는 사죄할
엄청난

“징집병 중에서 고문과 관련된 이들은

나는 프랑스가 지금에 와서 사죄해야

고문을 하지 않고도 완벽히 상황을 통제할

“전시에 고문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장교들:

알제리 전쟁 중 복무했던 프랑스 선임

견해

ِݸ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분명한

지시는

없었지만

군이

ِݸүߣأਟ߃

– 프랑스 예비군 소속 중위 로제 모니에

했다.”

고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어야

고문을 원하지 않았다면 군지도부는 분명히

스스로의 혹은 자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다.

점을 분명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천명했어야

“프랑스 정부가 고문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

*카르트 블랑슈 : 전권

-프랑스 재향군인회 회장 위그 달로

했다.”

군에 카르트 블랑슈를 부여하지 말았어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고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들은 어떤

책임에 대하여: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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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프랑스의

명예에

오점을

– 알제리 역사학자 마후드 카다슈

취해야 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걸맞은 태도를

남겼다면 프랑스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범죄행위가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비인도적

저지른 행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전쟁 당시 군과 군이

– 프랑스 역사학 교수 벵자맹 스토라

정당대응으로 보았다.”

민족주의자들이 범한 잔혹행위에 대한

“당시 프랑스 국민 대부분은 고문을 알제리

– 루이제뜨 이길라리쯔

관행을 자행했다고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이 알제리 전쟁 당시 고문이라는 비열한

“나는 도의적 배상을 요구한다. 프랑스

라르비 벤 미디의 여동생 드리파 벤 미디

– 오사레스 장군의 재임기간 중 살해 당한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통을 확립할 수

ِݸ
정치권

인사와

역사학자들이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도

– 프랑스 법무장관 로베르 바댕테르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알제리 양측이 알제리 전쟁 당시 자행한

지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와

영원히 거짓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사람처럼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임은

있다. 아무리 비극적이고 고통스럽더라도

완화할 수 없다. 이는 국가에도 적용될 수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고통을

때까지 그들의 비통한 심정은 사라지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는

– 프랑스 역사학 교수 벵자맹 스토라

모르겠다.”

회자되도록

사건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람들,

나을 것이다. 변호사, 명예롭고 진실한

떠올리기 보다는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않을 것이다. 과거에 벌어진 전쟁을 계속

“당분간 나는 처벌을 통한 해결에 동의하지

토도로프

–불가리아계 프랑스 문학 이론가 츠베탕

과정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는다.”

미화할 때보다 역사적 치부를 밝히는

자신을 용감한 영웅이나 무고한 피해자로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는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필요가 있다. 기록된 사건들을 더 많이

“이러한 수치스러운 사건들은 공론화할

– 알제리 역사학자 다호 드제르발

복수와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벌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이 한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상처는 계속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ݸ

진실을 잊거나 규명하는 것에 대하여

ِݸ

EHL

면 프랑스는 국가 재건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리되어

동맹조약의

굳건한

ِݸүߣأਟ߃

– 알제리 정치인 바시르 부마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사실을 지워버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역사적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양국이 더 돈독한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적 사실을

아니다. 그러나 과거를 무시하면 위험할 수

매달려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관계가

“자행된 범죄들을 인정하게 되면 껄끄러운

ِݸ

“ 이 모든 것을 가급적 신속하게 인정한다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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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평가 방법
지속적 평가
인도법탐구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토론, 소그룹 활동,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등 적극적인

각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5분 동안 학생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한두 문장의 짧은 대답을 글로
쓰게 한다.

ِݸ

교수법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ݸүߣأਟ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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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토대로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ݸ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준다.

학생 과제물 포트폴리오
각 모듈에서 학생들은 인터뷰, 시, 희곡, 미술작업 등으로 개념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ݸ

자료 작성하기 등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각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미술작업, 취재자료와 수업시간에 제시한 언론기사를 모아 각 학생만의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해당학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모니터 한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샘플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ݸ

각 모듈의 마무리 질문
모듈 2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수업은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글로 써보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도 좋고(20~30
분), 두,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게 해도 좋다(10분).
에세이에 적합한 질문
> 국제인도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짧은 답변에 적합한 질문
> 군대 또는 무장단체의 지휘관들은 용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EHL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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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그 중의 하나를 수업 전체의 에세이 주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각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문기사나, 인도법탐구 자료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그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의한다.

ِݸ

평가 기준
바람직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ݸүߣأਟ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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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방관자, 전투원, 딜레마, 연쇄적 파급효과 등 인도법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를 제시한다.
•언론보도, 인터뷰, 수업토론 및 독서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ݸ

위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인도법탐구 자료에 대한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된 것이며, 평가기준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ݸ

ِݸ

EHL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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ର҅ࢉౚ
JUDICIAL OPTIONS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section_ihl_international_ criminal_
jurisdiction?opendocument)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
htmlall/5kzmnu?opendocument)
•International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http://web.amnesty.org/pages/jus-index-eng)

ِݸ

•Prosecuting war criminal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4
ِݸүߣأਟ߃



ِݸ

•Nuremberg War Crimes Trials, Yale Law School
(http://www.yale.edu/lawweb/avalon/imt/imt.htm)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http://www.un.org/icty)

ِݸ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http://www.ictr.or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www.icc-cpi.int)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http://www.sc-sl.org)

ِݸ

•Court of Bosnia and Herzegovina (http://www.sudbih.gov.ba/?jezik=e)
•Special Panels for Serious Crimes in Timor-Leste
(http://www.jsmp.minihub.org/courtmonitoring/spsc.htm)
•Trial Watch (http://www.trial-ch.org/en/trial-watch.html)

ِݸ

NON-JUDICIAL OPTIONS
•Timor-Leste: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http://www.cavr-timorleste.org)
•Sierra Leone: The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trcsierraleone.org/drwebsite/publish/index.shtml)
•Sierra Leon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 for the Children of Sierra Leone
(http://www.trcsierraleone.org/pdf/kids.pdf)
•South Afric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doj.gov.za/trc)
•Argentina: 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ance of Persons Report –
Nunca Más (Never Again)
(http://www.nuncamas.org/english/library/nevagain/nevagain_001.htm)
•Peru: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cverdad.org.pe/ingles/pagina01.php)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http://www.ictj.org/en/index.html)

EHL

인도법 탐구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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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인도법탐구
Exploring Humanitarian Law

ا۬ޑ۸ޔӘ

5
4

5-2 난민캠프 계획하기(1차시)

12

5-3 전쟁포로 보호(1차시)

23

5-4 헤어진 가족찾기 (1차시)

34

개념

물질 이외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

ِݸ

기본적 요구

ِݸ

5-1 전쟁 파괴현장 복구(1차시)

ِݸ

탐구(4차시)

ا۬ޑِݸ۸ޔӘ

ِݸ

난민 및 실향민
공정성

ِݸ

중립성
독립
모듈 공통 사항

ِݸ

인간의 존엄성
인도적 행동의 장애물
딜레마
결과
다양한 관점

배양할 능력
관점 정립
필요규모 파악
필요작업 파악
딜레마 분석
결과 파악
그룹 활동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앞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가르칠 것을
권고함.

EHL

인도법 탐구
모듈 5 :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처하기

3

ఋҮੴ੧ҡഀ߽Ү
모듈5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다음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노력을 살펴본다. 탐구5-1에서 학생들은 다수의 사진을 통해

학생들은 또한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손실된 자원과 그러한 손실로 야기되는 필요를 검토한다.

실향민들의 사례를 고찰해 본다.

ِݸ

목표
•전쟁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범위를 이해한다.

ِݸ

5-1-1

교사자료

5-1-2~4

5-1-1 2006년 콜롬비아에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활동

학생자료
5-1-2 사진 콜라주(모듈 2의 2-1-5 참조)
5-1-3 무력충돌의 영향 –2006년 콜롬비아

ِݸ

5-1-4 동영상 :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ا۬ޑِݸ۸ޔӘ

5-1



(4’10)

준비

ِݸ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과 9(소그룹)를
검토한다.

시간

ِݸ

45분/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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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력충돌의 결과 필요한 부분 (15분)
각 학생에게 사진 콜라주(2-1-5)에서 사진 한 장을 선택하게 하고 사진 속 사람들이
필요한 필수품 목록을 만들게 한다.

•파괴되거나 손실된 자원
•사진 속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마을
전체가 파괴된 경우도
있어서 마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과 친구의 사망, 이산 가족, 전쟁에 따른 심리적 충격, 지역 사회 서비스 손실 등 다양한 피해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목하라고 한다.

실향민 여성

모은다.

“무엇을 밟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예시질문]

> 자원 파괴로 인해 겪게 될 또 다른 손실은 무엇인가?

– 지뢰를 밟은 아프가니스탄의

> 무력충돌의 결과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14살 남자 아이

ِݸ

>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ݸ

그런 다음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파괴된 자원과 그 결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은 목록을

ِݸ

소그룹에서는 무너진 건물과 같은 파괴의 가시적 흔적을 비롯해 공공시설의 파괴, 개인의 재산 손실,

학생자료

ِݸ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자신들이 선택한 그림을 놓고 토론하며 다음 사항을 파악한다.

5-1-2

ا۬ޑِݸ۸ޔӘ

5-1



>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조치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 비상사태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까?
> 그러한 비상사태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어린 아이의 다리를
절단하면서 내 발을
절단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ݸ

[예: 아동, 여성, 노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

– 그의 치료를 맡은 담당 의사

2. 필요에 대한 대응 (15분)
각국 정부는 전쟁의 참화로 인한 필 요에 대처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들도 함께 활동하며 이러한 대처 노력에 협조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각국은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인도주의 단체의 예 :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니세프(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같은 UN 단체,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MSF),
세이브더칠드런, 핸디캡인터내셔널과 옥스팜 등 국제적 NGO, 그리고 다수의 국가 조직]

<참조>

‘사면’이란 특정 행위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금하는 정부 결정을
말한다.

“무력충돌의 영향- 2006년 콜롬비아”에서 무력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학생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2006

5-1-3

학생자료

년 콜롬비아 거주민들이 겪었을 파장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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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소그룹별로 인도주의 프로그램 범주 중 하나에서 특정 인도적 활동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교사 자료의 사례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ݸ

수업을 다시 시작하며 생각을 함께 나눠 보라고 한다.

5-1-1

교사자료

<참조>

[예: 안보 문제, 교전지역에 발이 묶인 민간인, 해당국 정부나 인접국의 허락 없이 수행하는 구호품

국제인도법에 따라
교전당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인도주의 구조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은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동의

수송활동의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되어 접근 차단,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예시질문]
> 인도주의 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향민이 발생했을 때 작업 활동의 엄청난 규모,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과 무장 전투원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경우, 우기의 홍수, 자금 부족 등]

ِݸ

> 인도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어떤 예방책을 취해야 하는가?
[예: 계획된 활동에 대한 동의와 지원을 받기 위해 무장 세력 및 단체와 접촉,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된 활동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실시, 원조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자들을 파악 및 그
이유의 진단,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최소화 조치,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부분을 원조(건조 식량을

ِݸ

들여오기 전에 요리가 가능한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행성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물 처리 등),
그리고 현지 전문가를 가능한 경우 최대한 활용 등]
> 보다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군대가 도착하고 우리는
떠났다. 그때 우리는
토르티야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집에 둔 채 도망쳤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고
우리는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다.”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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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향민 여성, 엘살바도르

ِݸ

[예 :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강조, 포로나 민간인들의 상황을 당국에 알리고
이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림, 군 간부나 무장 단체 지도자들이 전투원들에게 국제인도법 준수 교육을 시키는 것을
도움]
>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가?
[예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 치료사, 사회 복지사, 농경학자, 수의사, 경제학자, 기술자, 교관,
물류 전문가, 조종사, 사무관, 사무 관리자, 트럭 운전사, 정비사, 미디어 전문가, 법률인, 통역사,
정보기술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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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 어떤 상황을 겪는가? (15분)
본 탐구에서 인도적 구호요원들의 활동을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인도적 활동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무력충돌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맞추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13세)라는 두 소년은 집을 탈출하는 상황을, 세 자녀의 어머니인 30대의 사바는 포로
수용소로의 여정을 보여준다.
전쟁이 이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어떤 필요가 대두되는지 토론한다.

> 무력충돌이 두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사바가 잃은 것은?
> 난민 수용소에서의 삶은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
> 어떤 인도적 활동이 그녀의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 난민 수용소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을까?

핵심정리

ِݸ

!

“탐과 그의 가족은
오후에 길을 나섰다. 그의
아내는 가장 어린 두
아이를 자전거에 태웠고
세 명의 아이는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탐은 세
번째 자전거를 타고 옷
꾸러미를 실었다. 옷과
700 피아스터의 돈이 그가
가지고 나온 전부였다.
쌀밭과 집, 가구와
요리도구 그대로 둔 채
떠났다.”

ِݸ

>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인도적 활동을 해야 하는가?

학생자료

ِݸ

[예시질문]

5-1-4

ِݸ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동영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메딘(12세)과 다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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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처상 수상자, 수잔 쉬한

•무력충돌은 자원과 정상적인 삶의 기반을 파괴한다.
•정상적인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지만

ِݸ

인도주의 단체도 협력하여 이 작업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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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사자료(1/2)

T.5-1


같은 기간 동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외에도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가 콜롬비아에서 비슷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명심한다.

의료
•ICRC는 의료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무력충돌로 인해 집을
떠나야만 했던 실향민들에게 기존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식량과 농업

했다. 때로는 교통비 및 숙박비도 책임졌다.

ِݸ

•ICRC와 콜롬비아 적십자사는 무력충돌의 결과로 집을 떠나
야만 했던 난민들에게 식량과 필수 가정용품을 배급했다.

•질병의 발생을 막고자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역

이들은 가장 취약한 상태이며 국가지원시스템이 아직 미치지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때로는 ICRC의 지원 없이는 가기

못하는 시기인, 실향 초기 3개월 동안 이러한 가족을 돕는데

두려운 불안 지역에 정부 의료 인력을 동반해 가기도 했다.

초점을 맞추었다.

출산보건서비스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분쟁 발생이

ِݸ

빈번한 지역에서는 환자와 부상자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
•ICRC 또한 무력충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는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식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것을 막기 위해 원조를 제공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동은
제한되고 식량, 연료, 건축자재의 구입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ݸ

상황에서 ICRC가 개입하여 임시적 지원 활동을 벌였다.

•ICRC는 지뢰나 전쟁 잔류 폭발물의 피해자나 무력충돌에서
상해를 입은 부상자들이 병원 및 물리재활센터를 이용하도록
도왔다.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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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재산을 잃은 농민들이 다시 자립하여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돕기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종자 및 농기구 제공이나 커피 건조 시설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했다.

ِݸ

개발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ICRC는 분쟁 발생 지역에 임시 화장실과 우물, 쓰레기 용기를
설치 개선하여 도시의 보건 상태를 개선했다. 또한 정부가 일반

ِݸ

대중을 대상으로 임시 화장실의 적절한 사용을 지원하도록
장려했다.
•ICRC는 학교 시설을 재건하고 식수 및 위생 시설 공급을 지원
하여 분쟁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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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사자료(2/2)

T.5-1


민간인과 포로 보호

지뢰제거 및 교육

•ICRC는 민간인의 상황을 계속 감독해 왔고 국제인도법 위반

•ICRC는 ICRC 치료센터에서 수집한 지뢰로 인한 부상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 정부와 무장 단체에 항의를 했다.

정보를 분석했다. 정보는 향후 지뢰제거 활동 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타 기관과 공유했다.

이상의 피억류자를 만났고, 억류 상황 및 조건의 향상을 위해

•ICRC와 콜롬비아 적십자사는 지뢰 및 전쟁 잔류 폭발물 사고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당국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하고

제기했다.

유연한 접근법을 개발했다. 또한 지뢰의 위험성 교육활동을
해당 지역 이외의 전국 각지로 확대했다.

및 기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교도소의 보건 여건을 향상시켰다.
•ICRC는 중립적 중재자로서 분쟁의 각 상대방이 억류한 인질의
석방 교섭을 용이하게 했다.

실종자 가족을 도왔다.

•ICRC는 사회 전반에 국제인도법 준수 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검문소, 군사기지, 학교 등지에서 국제인도법 규정을 설명했다.
지방 정부, 실향민, 학생과 분쟁 양측의 사령관 및 전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ICRC의 활동과 국제인도법 규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무기 소지자들의 의료임무에 대한 존중을 고양시키고자

ِݸ

가족찾기 활동

콜롬비아에서 공공 캠페인을 벌였다.

•ICRC는 포로 방문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포로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석방된 포로들의 귀향을 위한 재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했다.

•미디어 접촉과 보도자료 발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쟁점을 알렸다.

ِݸ

•콜롬비아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분쟁으로 헤어진 가족 구성원

출처 : 2006년 ICRC 연례 보고서 및 보도자료

간, 포로와 그들의 가족 간에 적십자 메시지를 모아서
전달했다.

EHL

ِݸ

•ICRC는 분쟁과 연관된 실종자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활동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 제고

ِݸ

•ICRC는 급수 및 위생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또는 의료

ِݸ

•ICRC는 2006년 전국 각지의 365개 억류 시설에서 7,000명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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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ݸ

EHL

되거나 폭력적 충돌에 가담하게 된다.

지뢰와 전쟁 잔류 폭발물로 인한 희생자는

많다. 생존하더라도 재활과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이란 힘든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한다.

받고 있다.

목숨에 위협을 느껴 사람들이 계속 집을

떠나고 있다. 폭력적 충돌, 가족 구성원의

살해, 살해 위협, 교전 당사자 일방에 대한

협력 요구 압박, 기본적 필요 충족 능력의

두절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벽지에 살면서 무력충돌로 인해 이들은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맞힐 백신도 없다. 약을 구할

소외를 경험할 것이다. 대부분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인도법 탐구
탐구 5-1 : 전쟁파괴 현장 복구

인력이 납치되거나 공격 당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실종’ 상태가 되고 다양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살해 당한 자의 유가족이

시신을 제대로 매장할 방법이 없을 때도

주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시설이

파괴되었고 애당초 학교가 없었던 곳도

있었다. 병원과 의료시설은 거의 없다.

일이 일어나는 지도 알 수 없는 아픔을

견뎌야 한다. 수천 명의 여성은 성폭력 등

다양한 학대의 피해자가 된다.

있는 기계를 구할 수 없다.

없다. 농부들 다수가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이동시스템, 배관이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일부 지역사회에는 적절한 집수설비와

무력충돌은 국가 기반시설에도 타격을

실종자’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있다. 인질 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민간인들이 살해 당하고 포로가 되고 강제

수 없어서 사소한 질병을 크게 키우게 된다.

연락이

이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족들과의

수감된다.

재산과 생계를 뒤로하고 도시 주변지역으로
일부는

무력충돌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약 등 여러 이유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무장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간첩이

이 인도주의에 미친 심각한 영향으로 고통

인도적 조치 제안

ا۬ޑِݸ۸ޔӘ

ICRC활동 및 국제인도법 인식 제고

지뢰제거 및 교육

가족찾기활동

민간인과 포로 보호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의료

식량과 농업

인도주의 사업

질문 : 어떤 인도적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가?

출처 : ICRC 2006년 연례 보고서, 콜롬비아

ِݸ

특히, 도회지 아닌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ݸ

날마다 수천 명의 콜롬비아인들은 무력충돌

ِݸ

ا۬ޑਿ೬்֔࠵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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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더니 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음 마을로

모두 집에 둔 채로 떠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팠지만 음식은

메딘 :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마을에 갔어요.

울었어요.”

다미르 : “정말 힘들었어요. 집을 떠나면서

고비나로 다시 돌아왔다.”

난민이었지만 최근 고향 보스니아-헤르체

내레이터 : “다미르와 그의 사촌인 메딘은

다미르와 메딘의 이야기

벌어지는 동안 수백만 명이 도망치며

왔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저기 봐! 난민이

가장 최악은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서 ‘난민’

잘 때 덮을 담요 등 몇 가지를 챙겨 왔어요.

메딘 : “집을 떠날 때 라디오, 사진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두 시간 내에 준비하고 있으면 버스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미르 :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생각했다.”

메딘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떠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미르와

어디서든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집을

내레이터 :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이

ِݸ

인도법 탐구
탐구 5-1 : 전쟁파괴 현장 복구
못했어요.

남편은

죽었을지도

눈물로 지새요.”

ا۬ޑِݸ۸ޔӘ

이곳에서의 낮은 예전 같지 않고 밤마다

예전 고향 마을에 있을 때와 똑같지만,

모르겠어요. 해지 지면 밤이 오는 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가족은 모두 여기서

듣지

데리고 갔어요. 그날 이후 그이 소식을

아닌 것 같아요. 군인들이 와서 제 남편을

갔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이

사람들은 향료 무역일로 남편이 멀리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행방을 몰라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현재 남편은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아요.

어요.”

를 지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망쳤

50 Km나 걸어 왔어요. 고향에 살 때 농사

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마을에서

사바 : “전 사바라고 해요. 나이는 30살

사바 이야기

ِݸ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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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수도 늘어난다.

حܿ

ِݸ

전쟁으로 민간인의 삶은 붕괴된다. 실향민의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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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5-2에서 학생들은 전쟁 난민을 위한 수용소를 계획한다.

학생들은 인도적 구호요원의 역할을 맡고 필요한 물품을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평상시의

예측하고 업무를 할당하고 구호물품 공급 계획을 세운다.

생활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ݸ

목표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난민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무력충돌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ݸ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5-2-1~4

학생자료
5-2-1

사진 콜라주

ِݸ

5-2-2

난민캠프 계획서

5-2-3

난민캠프 설계자를 위한 정보와 지침

5-2-4

워크시트 : 난민캠프 계획서 작성

ِݸ

준비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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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캠프 설계자를 위한 정보와 지침’과 ‘계획서’ 워크시트를 소그룹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한다.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9(소그룹), 10(이야기와 뉴스 수집)을

ِݸ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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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1. 무력충돌의 결과 강제로 떠나야 하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 (5분)
학생들에게 난민과 여타의 실향민들이 갈 만한 곳에 대한 다양한 선택안을 제시하게 한다.
[ 예 : 자생적 주거지 구축, 자원봉사가족과 이동, 실향민 수용소에 피난처 마련 등]

[예시질문]
> 왜 사람들이 다른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소로 피난하는 것을 택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 피난민들은 모두 수용소에 가기를 원할까?

다음은 학생들의 답변을 체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주 목록이다.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식량
•피난처

ِݸ

•수도 및 배수 시설

ِݸ

학생들에게 수용소의 피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게 한다.

ِݸ

실향민 수용소에 피난처를 마련한 사람들에 대한 토론에 집중한다.

‘난민’은 인종, 민족,
정치적 소신 혹은 특정
사회 단체 소속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국가를 떠나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무력충돌,
일반적 폭력 상황 혹은
대대적인 인권 유린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집을 강제로 떠나지만
해당 국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국내 실향민’
으로 알려져 있다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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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에너지(요리, 난방, 조명 등)
•가족 상봉
•치안
•심리적•사회적 지원

<참조>

ِݸ

•위생 시설

‘사면’이란 특정 행위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금하는 정부 결정을
말한다.

•의사소통

5-2-1

[예시질문]
> 이 사진 속의 난민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러한 난민을 도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 실향민 수용소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적 구호요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ݸ

‘사진 콜라주‘를 제시하고 사진 속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자료

2006년 말 전 세계적으로
990만 명의 난민과 2,450
만 명의 전쟁으로 인한
국내 실향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회의 결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이주자가 되었다.
– UNHCR, 2006 글로벌
트렌드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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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2. 난민캠프 계획 (10분)
학생들에게 “난민캠프 계획서”를 나눠 주고, 1단계에서 확인한 내용뿐 아니라 배포
자료에 기술된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계자의 반응을 묘사해 보라고 한다.

5-2-2

학생자료

ِݸ

반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 중 절반에게는 실향민 수용소를 세울 때 필요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적으라고 지시한다.
[예 : 부지 선정 및 구획 설정, 접근성 및 비축시설 확보, 건축 자재 및 설비 확보, 주요 서비스의

ِݸ

체계화 혹은 환경적 요소 고려 등]
나머지 절반에게는 수용소에 있는 실향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적으라고 지시한다.
[예: 물 공급 및 배수, 대피소, 식량 공급, 쓰레기와 인간 배설물의 수거 및 처리, 의료 시설, 조명과

ِݸ

에너지, 내부 보안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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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소에 필요한 자원 추정 (20분)

ِݸ

“수용소 설계자를 위한 정보와 지침”을 그룹에게 나누어 주고 박스 속의 정보를 읽어
보게 한다.

5-2-3

학생자료

각 그룹에게 수용소에서 특정 범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게 한다(예 :
식량, 물, 대피소). 각 그룹은 필요 물품의 양을 측정하고 6개월 동안 1만 명을 기준으로

ِݸ

해당 물품을 어떻게 획득하여 배분할지를 생각해본다.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5-2-4

학생자료

기록할 수 있도록 “계획 보고서” 워크시트를 나눠 준다.
10분 후 학급 토론을 위해 각 그룹에게 계획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필요 범주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양
•공급 물품과 서비스 확보 계획
•공급 물품과 서비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계획
•가장 취약한 그룹(예: 보호자가 없는 아동, 여성과 여자 아이, 임산부, 수유모, 장애인, 노인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필요 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향민의 기술과 힘,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우리는 아기를 업고
아이들을 안고 도망쳤어요.
노인들은 비틀거리며 뒤를
따라왔어요. 들판을 지나
숲으로 들어가 소택지로
들어섰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이미 이웃
마을까지 와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갔어요. 이들은
영영 자취를 감췄어요.”.

토론의 범위를 보다 규모가 큰 수용소를 설립할 때 필요한 노력과 자원의 규모를 포함시키도록

– 60세의 실향민인 여성,

확대한다. 학생들에게 전세계의 그러한 수용소의 사례를 제시하게 한다.

나이지리아

[예시질문]
> 수용소가 30만 명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면 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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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 (5분)
실향민이 평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생물학적인 측면 이외의 필요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떤 사회적, 심리학적, 정신적 필요가 해결되어야만 하는가?
[예: 교육, 정보, 레크리에이션, 종교적•문화적 관습]
> 실향민의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 실향민 수용소에서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은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까?
> 이러한 위험 요소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 수용소 생활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감,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 마크 소머즈,

5. 마무리– 수용소를 떠난 후 필요한 부분 (5분)

4 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다음 범주의 수용소 내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5세 미만 아동
•청소년
•노인

ِݸ

•성인

“국경지역은 너무 더웠어요.
샌달 바닥을 뚫고 끓는듯한
바위의 열기가 전해졌어요.
떠나는 아이들을 지켜보니
맨발 상태였어요.
이 아이들은 사흘째 걸어
아프가니스탄 산을 오르고
있었죠. 겨우 꼬마들이
말이에요. 보고 있자니
병아리들 같았어요. 모두
멍한 상태였습니다.”

ِݸ

학생들에게 몇 분의 시간을 주며 수용소를 떠난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으라고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이 언급한 필요 사항과 제시한 이유를 놓고 토론한다.
– 어느 저항군

[예시질문]
>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성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은? 그 이유는?
[예: 신체적 혹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장기간 상담이 필요, 혹은 이산가족의 경우
가족을 찾기 위한 도움이 필요]
> 일반 민간인이 피난민과 기타 실향민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공동체에 들어온 피난민과 실향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움, 이들의 구직활동을 도움,
인도주의적 단체의 기금 형성에 기여, 국가가 피난민과 실향민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정치인에게 알림]

전쟁의 시기에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특히 폭력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오늘날
전쟁으로 거주지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80%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아버지, 남편,
남자 형제, 아들은 전쟁터로
끌려 나가고 남은 여성들과
젊은이,노인들은 스스로
부양을 떠맡게 된다. (중략)
난민 가족들은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한 주된 원인이
성폭행 혹은 성폭행에 대한
우려라고 언급한다.
– UNICEF, 1996 세계아동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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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어린이를 위한 비상 교육 담당

있을까?

ِݸ

> 자신이 수용소에 살고 있다면 그 이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ݸ

[예시질문]

“난민이나 실향민이 된
아동에게 따분함과 교육
부재의 조합은 위험하다.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기억이 계속 남고
두려움이 커지고 폭력이
언제라도 가능한,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중략) 여자 아이는 성폭행의
위협에, 남자 아이는
폭력단에 들어갈 수도 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아이들의 삶이 매우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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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많은 노력,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난민들이 인간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생물학적

ِݸ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
•이러한 지원은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 734,000명의
난민은 자발적으로
귀향했고 약 3 만 명은
다른 국가에 정착했으며
소수의 난민은 피난처로
삼았던 해당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 UNHCR, 2006 글로벌

ِݸ
ِݸ

ا۬ޑِݸ۸ޔӘ

5-2



ِݸ
ِݸ

EHL

인도법 탐구
탐구 5-2 : 난민캠프 계획하기

16

1. 1994년 르완다, 니아루쉬쉬 캠프의 간이 진료소 앞에 줄서있는 난민들(Thierry Gassmann/ICRC), 2. 1985년 에티오피아, 퀴하 캠프의 식수 배급(Thierry Gassmann/ICRC), 3. 1997년

7

ِݸ

난민들에게 빵을 배급하는 모습(Lionel Langlade/ICRC)

ِݸ

ا۬ޑِݸ۸ޔӘ

대인지뢰 희생자(Marcus Halevi/ICRC), 6. 1995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적십자 메시지 수신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여성(Remy de la Maunière/AP), 7. 1999년 알바니아, 코소보에서 온

아제르바이잔, 국경지역 인근 학교(Boris Heger/ICRC), 4. 1984년 엘살바도르, 국내실향민에게 식량 배급 중인 적십자 요원(Thierry Gassmann/ICRC), 5. 1994년 캄보디아, 키엔클랭의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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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학생자료

S.5-2

EHL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부 NGO들도

이러한 사태에서 비롯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했다.

나갔다. 자동차, 버스, 트럭이 대거 몰리면서

요르단 국경지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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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원 상태가 되었다.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로 치솟았다. 찌는 듯한

갑자기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지대의 사막에

식량과 물도 없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를 마련해야 했다.

당국은 이라크와 요르단 사이의 무인지대에

즉각적인 반응

환자의 경우 알 루웨이시드(Al-Ruweished)

벌어질지 모른 채. 수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이다.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임기응변으로

35 킬로미터 떨어진 시추공에서

특별 팀을 이러한 목적에 맞게 훈련했다.

트럭에 실었다. 텐트를 칠 준비가 되었고

공수해 왔다. 암만 공항에서 물품을 분류해

설치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는 암만에서

수용소를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 수용소

근처에 3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한다고 느꼈다. 요르단 정부는 아즈라크

기술자들은 보다 적합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개 설치해야 했다.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관을

RolandSidler/ICRC

ا۬ޑِݸ۸ޔ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뙤약볕 속에

후 도관을 통해 물이 필요해 줄 서 있는

채울 수 있고, 물을 접이식 물탱크에 넣은

수용소까지 하루 40회 왕복해야 물탱크를

않다.

이 지역은 난민 수용소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먼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방법이 없었다. 세찬 바람과 휘몰아대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별 달리 할 수 있는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있었다.

난민의 30%만이 대피소를 이용할 수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경우에는 싸움도 일어나곤 했다. 식량 역시

생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얻기 위해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기다렸고,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약간의 식수라도

Roland Sidler/ICRC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었고 물도 점차

긴급 구호 본부가 설치되었다. 심각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빚어졌다. 가족들은 모두 그저 앉아서

원조 활동에 착수하여 식수와 피난처,

근로자들이 쿠웨이트와 이라크에서 빠져

국제적십자위원회

필리핀, 대만에서 온 수십만 명의 외국인

적십자사와

ِݸ

(ICRC)는 즉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ݸ

요르단

ِ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ݸ

1990년 8월 초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집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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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Schroeder/I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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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시설 때문에 약간 경사진 부지에

설계 과정을 소개한다.

막사(squar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00명이 생활할 수 있다. 막사 주변에

먼지가 덮인 도로가 있어서 차량은 쓰레기

제대로 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야 했고

바람이 불면 수용소 변기의 냄새를 멀리

보낼 수 있어야 했다.

위해 임시 변소를 설치했고 전기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ICRC, 난민 수용소 설치, 제네바, 1991.

도로를 따라 2 킬로미터 도관을 설치했다.

요르단 지역의 수원에서 물을 끌어와

설치된 대형 물탱크에 저장했다. 39만

물은 30개의 배급지로 흘러간다.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에서 나온

배급소에 식량을 전달한다. 수용소 난민을

ِݸ

그런 다음 식수공급 시스템을 설치했다.

더미를 치우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구역으로 나뉘었다. 각 구역은 수 많은

우선 부지를 선정해야 했다. 경사가

수용소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여러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었다.

부지 내리받이에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에

수용소를 설치할 때 무엇보다 힘들었던

수용소를 짓는 것이 중요했다. 폐수가

현재 우리는 배수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수용소 설계자가 직접 얘기한 수용소

•식수공급 및 배수
•피난처
•식량공급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 및 구획 설정
접근 및 수용 보장
건축 자재 및 설비 획득
주요 서비스의 체계화

ا۬ޑِݸ۸ޔӘ

•의사소통

•내부 안보

•조명과 에너지

•의료시설

수용소 설치에 필요한 작업:

수용소 설치에 필요한 작업: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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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nd Sidler/ICRC

Michel Schroeder/ICRC

ِݸ

ِݸ

EHL
•식용 유지30그램
•분유 30그램
•설탕 20그램

•미망인이나 남편이 실종된 여성 : 2,000명

•장애인 : 500명

•노인 : 2,000명

인도법 탐구
탐구 5-2 : 난민캠프 계획하기

예상한다.

> 수용소에 병자, 부상자, 노인,

하루당 3리터=생존에 필요한 식수)

> 필요한 물의 양은?

>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 어떤 절차를 세워야 하는가?

> 어떤 의료요원이 필요한가?

> 필요한 의약품의 수량을 산출한다.

것인가?

생각해 본다.

ا۬ޑِݸ۸ޔӘ

상황을 상기한다. 필요한 계획에 대해

사람들”과 사진에 나온 식량 배급

동영상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사람이



> 어떤 종류의 의약품이 필요할

문화적인 이유로) 특별히 제한된

> (질병, 영양실조, 종교적 혹은

나열한다.

> 공급하게 될 다양한 음식의 종류를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장비가

> 요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 사람들은 어디서 씻을 것인가?



> 난민에게 필요한 물을 어디에서

임산부가 몇 명 있는가?

하루 백 명의 환자를 진료한다고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20 리터 필요(

> 식수로 쓰려면 처리를 해야 하는가?

의료품

물

>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난민 지원 기간 : 6개월

것인가?

>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 어떻게 배급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 필요한 식량의 양은?

시기: 가을

> 변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재는? (예: 나무, 가지, 아연 등)

> 변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변기는 몇 개 설치해야 하는가?

수용소 위치 : 인접 도시에서 2백 킬로미터 떨어진 탁 트인 구릉 지대

•차 3그램

•밀 500그램

계획에 고려해야 한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방지를

0.6 킬로그램의 기준 식량를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생불량은 의학적/건강 문제로

위생

성인은 하루 2,250 칼로리에 해당하는

•병자와 부상자 : 1,000명

•임산부 및 수유모 : 800명

•보호자 없는 아동 : 2,000명

5세 미만의 아동 1,000명)

ِݸ

식량

ِݸ

이 수용소에 온 난민의 규모 : 10,000명 (여성 3,000명, 남성 1,000명, 청소년 5,000명,

ِݸ

՟ೋࢳҀܮਟ১ૌ

5-2-3

학생자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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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당 30 평방미터의 공간이

허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상황이

의복은 날씨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문화적 종교적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할까?

> 빨래는 어떻게 할까?

사용할 수 있을까?

> 침구류가 필요한가? 어떤 것을

미칠 것인가?

> 날씨는 수용소 계획에 어떤 영향을

필요한가?

차지한다면 몇 개의 천막이

> 천막 하나의 크기가 150 평방미터를

> 총 필요 면적을 측정한다.

평방미터로 줄기도 한다.

환경에서는 1인당 허용 면적이 3

지대나 도심과 같이 까다로운

> 갓난 아기가 수용소에 있다면

ِݸ

기저귀나 그 대체용품이 얼마나

평방미터로 줄어들 수 있다. 산악

> 반드시 필요한 옷은 어떤 종류일까?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 면적이 10

대피소

의복

– UNHCR, 2007년 7월

무력 충돌과 일반화된
폭력, 대대적인 인권침해
등의 결과 현재 천만 명의
난민이 있고 자국 내에서
24백만의 실향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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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해야 한다고 계획하는가?

> 피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가? 어떤

공급될 것인가?

>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것으로 예상하는가?

> 수용소에 어떤 연료 수요가 있을

연료가 필요하다.

요리, 난방, 조명, 발전기 작동에

연료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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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급 계획:

필요 물품 및 서비스 확보 계획: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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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취약층을 위한 특별 계획:

ِݸ

수량:

ِݸ

EHL

필요 물품 및 서비스

ِݸ

필요 범주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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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ੴ੧ಣ۸ഋ
무력충돌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억류되는 결과를 낳는다.

학생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수행하는 직무 중 한 가지를

탐구 5-3에서 학생들은 국제인도법 중 포로 보호를 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바로 포로의 억류자들이 이러한 국제인도법

마련된 규정을 학습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포로를 방문하는 일이다.
학생들은 또한 포로 방문이 인도적 구호요원들에게 야기하는
딜레마도 탐구하게 된다.

•국제인도법이 어떤 방식으로 포로들의 생명과 인간적 존엄을 보호하는지에 관해 배운다.
•포로 보호활동 중에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직면하는 몇 가지 딜레마를 이해한다.

교사자료

5-3-2~6

5-3-1 ICRC의 포로 방문

학생자료
5-3-2 포로에 대한 기본적 보호대책
(5’20)
5-3-4 기밀유지를 업무 방침으로 사용

ِݸ

5-3-3 동영상 : “어둠 속의 빛”

ِݸ

5-3-1

ِ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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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딜레마 시나리오 : 이 포로들을 어떻게

ِݸ

보호해야 할까?
5-3-6 동영상 : “어느 포로의 회상”
(2’10)

준비

ِݸ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4(딜레마 활용),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글쓰기와
생각하기), 9(소그룹)를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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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1. 포로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이유 (5분)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제시하여 답하게 한다:
> 무력충돌과 관련해 억류된 사람이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그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 그 사람이 적이라는 의심, 적에게는

<참조>

본 탐구에서 ‘포로’와 ‘피억류자’
라는 용어는 전투원이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무력충돌의
결과로 억류된 사람을 가리킨다.

ِݸ

인간다운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억류자들의 태도]
> 무력충돌 시에 포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 포로를 담당하는 당국의 혼란 및 통제 결여, 포로에 대한 적절한 수용방법 부족]

ِݸ

이어서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거나 두 명씩 짝을 짓게 한 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으로
만들어보게 한다.
> 억류된 포로들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까?
그런 뒤 학생들을 다시 집합시키고,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은다.

ِݸ

[예: 흔적도 없이 사라짐, 즉결 처형, 심문 중에 고문을 당하거나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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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 물, 의복, 주거 및 위생 시설 부족, 야외 출입 차단, 불충분한 의료 혜택, 가족에 대한 소식
차단(가족들은 포로의 생존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선전에 이용되거나 협력하라는
압력을 받음, 다른 피억류자들과의 갈등, 포로로 감금된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가족의

ِݸ

생사에 대한 불확실성]
학생들이 나열한 각종 문제를 바탕으로, 소그룹이나 2인 1조로 나누어 무력충돌에 따른
피억류자들의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특정 규정에 대한 제안할 내용을 적어보게 한다. 여성과 아이들도 포로로 잡힐

ِݸ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 뒤 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제안할 것인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제안하는 의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예시질문]
> 여러분이 제안한 규정은 수업에서 다룬 모든 위험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가?

2. 국제인도법의 포로 보호 방식 (10분)
“포로에 대한 기본적 보호규정”을 소개한 뒤 학생들에게 그들이 제안한 내용과
국제인도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5-3-2

학생자료

[예시질문]
> 이 목록에 제시된 규정 중에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중 억류자 측에서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보호조치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 포로들이 필요한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EHL

인도법 탐구
탐구 5-3 : 전쟁포로 보호

24

5-3


ఋҮ

포로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1. 억류자의 책임
국제인도법은 교도소의 운영 책임자들이 포로의 권리와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추후에
학대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중단 및 시정되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국은 충분한 운영 자금을 비롯해 그 외 필요한 자원을 교도소에
제공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ICRC와 같은 중립적인 인도주의 단체들이 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와
교도소를 방문하여 그들의 처우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시설의
책임자들은 ICRC에 협조해야 하고, ICRC가 자체적 업무 방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권고사항을 관련 기관과 비공개로 공유한다.

ِݸ

한다. 포로 방문 이후 ICRC는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적

ِݸ

2. 포로 방문

ِݸ

ا۬ޑِݸ۸ޔӘ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묶어볼 수 있다.

3. 법정에 의한 기소

ِݸ

국제인도법이나 인권법 위반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목적 중 하나는 특정 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추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포로 방문 (15분)

ِݸ

“어둠 속의 빛” 동영상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통해 실제 포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ICRC 파견단이 포로를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영상을 관람하기
전에 전체 학생 중 절반에게는 ICRC 파견단이 포로를 방문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5-3-1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적어보라고 지시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ICRC의 포로 방문이
포로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메모하라고 지시한다.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발표하게 한다.
[예시질문]
> 동영상에서 본 내용은 여러분이 제안한 규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국제인도법 하의
보호규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5-3-3

교사자료
학생자료

2006년 ICRC는 전세계
71개국의 2,577개
억류장소에 갇혀 있는
피억류자 478,299명을
방문했다.

> 포로 방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참조>

동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담긴
포로들의 증언이나 사진을 통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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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유지를 업무 방침으로 사용하기 (5분)
학생들에게 정보의 기밀유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게 한다. 그런 뒤 학생 몇
명에게 ‘기밀유지(confidentiality)’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해보게 한다.

ِݸ

학생들이 “기밀유지를 업무 방침으로 사용하기”를 읽어본 뒤 이 방법과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을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5-3-4

학생자료

[예시질문]

ِݸ

> 기밀유지가 포로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개적 항의는?

5. 교도소 파견단이 직면하는 딜레마 (5분)

ِݸ

“어떻게 이 포로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에서 ICRC 대표단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5-3-5

제시한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그룹에게는 교도소장을 만나 가혹행위에 대해
얘기하는 옵션을 검토해보게 한다.

ِݸ

[예시질문]
> 이러한 행동 노선이 포로들에게 주는 혜택과 위험은 무엇일까?
> 교도소장이나 간수가 포로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예: 포로가 무사한지 확인 차 파견단이 재방문할 계획임을 교도소장에게 주지시키거나, 피억류자

ِݸ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한다.]
나머지 소그룹에게는 교도소장에게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옵션을 검토해보게 한다.
[예시질문]

학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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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말 탈레반 정권의
몰락 이후, ICRC는
아프가니스탄 내 포로
보호에 있어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다. ICRC
파견단은 43,483명의
포로를 방문하고 그들의
이름을 등록했다. 또한
지금까지 120,780건의
적십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대부분 포로와
그 가족들 간에 오간
메시지였다.

> 이러한 행동 노선이 포로들에게 주는 혜택과 위험은 무엇일까?
>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포로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예: 해당 포로들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혹행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위급
관료들과 얘기를 나눈 뒤 해당 교도소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들은 내용만을 보고한다.]
이어서 각각의 행동 노선에 대한 학급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어떤 행동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적어보게 한다.
다양한 선택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짚어준다.
> 실질적 상황
> 파견단이 해당 포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여건이 되는지 여부
> 포로들을 위한 최선

EHL

인도법 탐구
탐구 5-3 : 전쟁포로 보호

26

ఋҮ
6. 마무리 (5분)
“어느 포로의 회상” 을 소개한 다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질문한다.
5-3-6

학생자료

> 이 포로의 회상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 문이 개방된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는가? 교도소 당국이 왜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가?

5-3-2

[예시질문]

> 이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다른 보호규정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핵심 정리

ِݸ

!

ِݸ

> 포로 보호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이 포로의 상황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학생자료

ِݸ

“포로에 대한 기본적 보호규정”에 포함된 목록으로 되돌아간다.

ِݸ

[예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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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억류된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인도법은 포로들을 보호한다. 또한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포로를 방문하여 포로 처우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한다.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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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구호요원들은 포로 방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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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의 포로 방문 절차
•우선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의 견해를 듣고, 방문일정을
잡고, 이전 방문에서 제시된 ICRC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T.5-3

ICRC의 방문이 포로에게 줄 수 있는 도움
•포로의 등록과 현황 추적은 ‘실종’과 즉결 처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다.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일차 면담은 ICRC

ِݸ

가 자체적 업무 절차(포로 기록 확인, 교도소 시설 전체 시찰,

•파견단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포로들은 다양한 사안을

포로와의 개인 면담 실시, 포로 등록, 당국과의 최종 면담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고문을 받은 경험을 포함한 억류 중의

조사결과에 관해 논의)에 따라 방문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처우문제뿐 아니라 포로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개인적인

보장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필요 등을 얘기할 수 있다. 개인 면담은 포로의 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때로는 고문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ݸ

•교도소 구내 시찰(특히 감방, 화장실, 세면장, 운동장, 주방,

의학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도 한다.

독방, 의무실).
•포로가 가족에게 적십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행방을 알리고
•포로들과 일반적인 단체 대화시간을 통해 생활환경(물과 음식

ِݸ

및 세면장과 화장실 이용 상황이나 의료, 신체운동, 야외 및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답변도 전달받을 수
있다. 때로는 ICRC가 가족의 포로 방문을 돕기도 한다.

오락 활동 허용 수준)에 대해 이야기한다.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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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단이 피억류자들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그들의 처우

ِݸ

•민감한 사안의 논의를 위해 포로들과 개인 면담시간을 가진다.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ICRC 파견단은

구금 및 심문 중의 처우, 시설(물, 음식, 바깥 공기 등)에 대한

포로와의 개인 면담이나 직접적인 관찰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접근성, 간수들의 행동, 다른 포로들의 태도, 은닉되거나 접근

향후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교도소 당국에 제안한다.

불가능한 피억류자들, 다른 포로들의 학대행위, 가족과의 연락,
의료 또는 개인적 문제 등을 다룬다.

•필요할 경우, ICRC가 침구, 식량, 의약품, 위생 및 여가 용품
등을 공급하거나 급수 및 위생 설비를 수리하는 등 직접적인

•소장과의 최종 면담을 갖고, ICRC의 조사결과와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ݸ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당국에 전달되는 일반적인 권고사항
•모든 구금자가 모든 시설과 필수품을 동등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바깥공기를 쐴 수 있는 시간을 최소 하루 2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포로들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과 최소한 하루 2끼 식사를
제공한다.
•깨끗한 물 공급과 접근성을 늘린다.
•의료 제공 수준을 개선한다.
•포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며, 학대행위의 혐의가 있을
시에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지침을 간수들에게 거듭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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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지품의 보장

•충분한 의복과 침구

•신상명세 등록

•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학교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연령대에 맞는 음식, 위생, 의료 제공

•가족 이외의 성인용 시설과 분리된 수용시설

아동 특별조항

•성폭력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실시

•여성 포로의 몸수색은 여성이 실시

ِݸ

•(가족 이외의) 남성용 시설과 분리된 수용시설을 이용하며 여성이 직접 관리

여성 특별조항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

• 포로가 자신의 억류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심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 없는 유죄판결 금지

•신체운동 기회

•개인 위생을 위한 충분한 위생 설비

•종교 및 문화적 관습에 대한 존중

•ICRC와의 접촉기회

•가족과의 연락

• 충분한 의료

•충분한 식량과 물

최저 필요조건

•강제 노동

•성폭력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

•살인

금지 사항

(무력충돌과 관련해 억류된 포로)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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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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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평균 주 2회 방문이었고, 때로는 더 잦을

못했습니다.”

했으니까요.”

ICRC
출처 : “침묵을 기억하며,” ICRC, 제네바,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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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지 않고, 그저 제 얘기를 경청했어요.”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어느 편으로도

제 자신이나 제가 처한 상황, 제 가족에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그 적십자 요원이 신뢰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만 손해였을 겁니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حܿ

도왔어요. 그 목록이 엄청난 보호막 역할을

그들의 이름을 빨리 목록에 올릴 수 있게

들어온 포로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늘

목록을 만들었어요. 교도소에는 늘 새로

목소리 5 – 남자

대표단의 교도소 방문을 금지했을 수도 있을

모두 공개했다면 교도소 당국이 적십자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목격한 상황을

고맙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그래 줬으면

우리는 적십자가 세계 언론에 우리 상황을

습니다.

“우리는 교도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

목소리 1 – 남자



신뢰가 가더군요.”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살폈어요. 분명

“그들은 교도소 당국이 보여주기 원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이름을 적고

당신 것이고 이건 가족분들 것입니다.”

개월 내내 적십자의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목소리 2 – 남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략) 이건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우리가 갇혀있던 6

알고 있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어요. 우리
목소리 4 – ICRC 요원

에도 있듯이 포로들은 그들을 ‘어둠 속의 빛’

어떤 단체가 제네바에 있다는 건 어렴풋이

입니다.”

단에게 제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덕분

지 못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고, 속담

의 신뢰를 얻었죠. 당국은 다른 누구도 가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 을 도와주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순전히 적십자대표

“그들은 효과적이고 신중했어요 양쪽 모두

ِݸ

EHL

“외부 사람들의 방문은 처음이었어요.

목소리 3 – 남자

ِݸ

ICRC

목소리 1 – 남자

ِݸ

ICRC

목소리 1 – 남자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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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나 고문의 흔적이 있었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ICRC 네팔 파견단

우리가 목격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그러한 감옥 방문 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ICRC의 업무 방침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그 질문에 답하게 되면 기밀유지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스트지(Kathmandu Post)》, 2001년 3월 23일.

출처 : Nepalnews.com 웹사이트를 통한 《카트만두

받았을 때는, ICRC가 “정보를 보유하고

주의 운동과 연관된 이들이었다. 억류

ِݸ

단장은 그에 대한 언급을 거절하며

여 명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던 실종된 반군 60

교도소들을 방문했다. 6백 명이 넘는

피억류자를 만났는데, 대다수가 마오쩌둥

마오쩌둥주의자 측이 소재를 공개하라고

ICRC는 2001년까지 2년 간 네팔 지역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ا۬ޑِݸ۸ޔӘ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문제가 된다.

있는데, 이는 피억류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당할 수도

단체들이 포로나 교도소 담당자 들과 직접

그러나 이 같은 공개적 발언으로 인해 인권

일하도록 압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준수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더 열심히

이러한 조처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학대행위에 관해 확인한 정보를 공개한다.

교도소의 일반적인 상황이나 포로들이 당한

일부 인권 단체와 특정 지역 단체들은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과 같은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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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CRC요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

이제 교도소장과 면담할 시간이다.

될 거라고 말한다.

알게 되면 또 다시 처벌과 구타를 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교도소장이

떨고 있으며, 심문 중에 당한 일을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뒤에는 반정부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서에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구타

중 3명은 2주 전 심문 도중에 교도관에게

방금 포로 7명과의 개인 면담을 끝냈다. 그

•대표단원의 감독관

•포로의 친인척

•다른 포로들

•교도소장

•고문당한 포로

생각해볼 만한 관점

ِݸ

질문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ا۬ޑِݸ۸ޔӘ

ِݸ

EHL

를 방문 중이다.

ِݸ

여러분은 ICRC 대표단의 일원으로 교도소

ِݸ

ಣ۸ٗਲ਼পڇѬഋೢছ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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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소리가 들리고, 사방이 고요해지죠.

없어요. 때때로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이어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 아무 것도

이런 상황이 되면, ‘실종’되거나 처형을

죽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소변을 마셔야 했어요. 탈수증으로

전혀 공급받지 못했지요. 살아남기 위해

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물과 음식을

“나는 정치범으로 1달 반 동안 억류되었

그 시간이 너무길게 느껴졌어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나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빛과
사람 얼굴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적십자에서 왔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첫 방문의 영향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 요원이 왔다 가고
않아 나는 더러운 작은 물 한 통을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안에서

감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여러 명이 내 문 앞에 멈추는 듯하더니 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아까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렸어요. “열어주세요.”

ا۬ޑِݸ۸ޔӘ

출처 : “침묵을 기억하며,” ICRC, 제네바, 1993.

협박도 곧바로 멈췄습니다.”

게 어딥니까. 게다가 우리를 죽이겠다는

받았어요. 지저분하더라도 마실 물이 생긴

얼마 지나지

이어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갔는데

소리가 들려서 ‘누가 우리를 찾아왔구나’

ِݸ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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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감방 곳곳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حܿ

ِݸ

남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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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5-4는 무력충돌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의 고충과 가족간의
연락 재개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은 헤어진 가족이 서로를 찾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잃어버린’ 가족 구성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ݸ

국제인도법의 규정 체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목표

ِݸ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고충을 인식한다.
•이산가족간의 연락 재개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의 범위를 이해한다.

ِݸ

5-4-1

교사자료

5-4-2~5

5-4-1 가족찾기

학생자료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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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사진 콜라주
5-4-3 적십자 메시지 양식(영문)
5-4-4 가족 찾기 요청 양식(한글)

ِݸ

5-4-5 동영상 : “사라진 가족 : 알 권리”
(4’30)

준비

ِݸ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1(토론), 2(브레인스토밍),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를 검토한다.

시간
45분/1차시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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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력충돌로 인해 헤어지는 가족 (10분)
무력충돌의 여파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피난을 가며, 그 결과 가족 구성원들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가족 찾기와 관련된 노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 미아가 된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에서 어떤 일이 기억에 남는가?
몇 살 때였나? 어떤 경로로 발견되었나?
> 헤어진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

ِݸ

아동의 경우라면? 포로의 경우라면? 노인의 경우라면?

학생자료

ِݸ

[예시질문]

5-4-2

ِݸ

“사진 콜라주 5-4-2”를 소개한다. 이 자료는 헤어진 가족들이 겪는 상황과 ‘잃어버린’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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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생들에게 무력충돌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아동의 수를 소개한 후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ݸ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5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 중 절반
이상이 아동 및 청소년이다. 가족과 헤어진 아동의 수는 2백만 명을 넘어선다.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극심한 빈곤과 방치, 학대, 착취를 겪거나 소년병으로 징집될 가능성이 크다.

ِݸ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이 교실에 있는 우리는 전부 몇 명인가?
2백만 명이 되려면 이런 교실이 몇 개가 모여야 될까?
무력충돌 중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지 그 상황을 고찰해본다.
[예: 부모나 보호자가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힌다. 집을 떠나 피난 가는 길에 헤어진다. 다른
가족들이 부득이하게 급히 피난을 떠날 때 하필 아이가 집에 있지 않았다. 부모가 음식이나 물을
찾으러 간 사이 혼자 남겨진다. 유괴된다.]
[예시질문]
>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결정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 이웃이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 잠깐 아이를 맡긴다. 더 안전하고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부모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다. 가난이나 두려움에 시달린 부모가 아이를
버린다. 아이가 식량이나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집을 떠난다. 무장 세력이나 집단에 가입한다.
강제 퇴거 당한다.]
무력충돌의 결과로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상황의 의미에 대해
얘기해본다.

EHL

인도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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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Ү
2. 연락 재개 (10분)
무력충돌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가족과 소식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각종 여건상 이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연락방법이 더 이상 소용 없을 경우, 무력충돌로 인해 헤어진 가족이 다시 연락할 수

ِݸ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하게 한다.
“적십자 메시지 양식”을 활용해 헤어진 일가친척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5-4-1
5-4-3

교사자료
학생자료

ِݸ

[예시질문]
> 적십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일까?
> 적십자 구호요원들이 적십자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ݸ

[적십자 메시지는 순전히 개인적인 성격의 글이어야 하고, 무력충돌이나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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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보가 들어있을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십자 구호요원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교전 중인 양 진영이 메시지 전달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가족간 연락을 복구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는

ِݸ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 외상이 커서 의사소통이 불가, 서로 다른 언어, 진행 중인
전투, 가족들을 갈라놓은 전선 너머로의 접근이 불가, 가족들이 넓은 지역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경우, 가족들이 피난하거나 강제추방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ݸ

3. 실종자 찾기 (10분)
헤어진 가족간의 연락 복구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고, 부모, 형제자매, 부부, 아이들이 끝내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런 경우,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을 확인하려면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시질문]
> 실종자 수색을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
> 이 같은 정보는 누가 수집해야 하는가?
[예: 정부, 각국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ICRC, 비정부 기구(NGOs)]
>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전국들은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가족 찾기 요청 양식”을 활용하여 ICRC가 무력충돌의 결과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가족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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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질문]
> 인도적 구호요원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예: 실종자의 최근 주소지 방문, 병원과 공동묘지 확인, 난민과 기타 실향민 명단 검색, 교도소에
문의, 지역 당국에 요청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정보 수집, 신문, 라디오, 인터넷, 포스터, 게시판을
활용해 명단 공개, 사진 전시, 부모를 아동 센터로 안내]
> 무력충돌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의 정보 수집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력충돌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도적
구호단체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교전 당사국들의 의무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학생들이 두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ݸ

명씩 짝을 지어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가족의 재결합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ݸ

4. 가족의 재결합 (10분)

ِݸ

ا۬ޑِݸ۸ޔӘ

ఋҮ

[예시질문]

ِݸ

> 가족과의 재결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예: 재결합하는 이들이 실제로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 당사자들이 확실히 재결합을 원하는지
확인. 가족간 만남의 안전 여부 확인]
>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사는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할지
결정하는 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ݸ

[예: 취약성 정도, 남성의 경우 실제적 혹은 잠재적 전투원을 돕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연령 제한
기준, 안보 상황, 사람들의 현재 상황보다 더 악조건인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방침.]

5. 마무리 (5분)
“사라진 가족 : 알 권리”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반응을 유도한다.
5-4-5

학생자료

[예시질문]
> 이 증언들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핵심 정리

•무력충돌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서로 연락할 길도 없이 헤어지게 된다.
•국제인도법은 헤어진 가족간의 연락을 복구 및 유지하고 실종자들의 생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가족의 재결합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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йઍଵӘ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족이 서로 헤어지고,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남겨지고,
부모는 투옥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등 무력충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될 경우 가족들의

ِ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국제인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전선과 국경을 넘어 가족들의 재결합을 준비하거나
조정하거나 촉진한다.
•무력충돌로 인해 신원증명 서류가 없는 이들에게
ICRC 여행 문서를 발급해준다.
ICRC가 수집한 정보는 전세계 ICRC 파견단이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ICRC는 가족과의

ِݸ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로 인해 헤어진 가족 문제를 다양한

연락 회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외 보호가 필요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모니터 할 수 있다. ICRC는 기밀유지를
필수 고려사항으로 여기므로 정보 공유나 발표 시 신중을 기한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개인적 소식을 가족에게

ICRC는 90개의 유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전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받을 권리가 있다.

규모가 가장 큰 몇몇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스라엘의 점령지구와

– 제 4 제네바 협약 제 25조 내용 재구성

자치지구(206,000명의 상세 정보 포함), 르완다(187,000명), 구

ِݸ

유고슬라비아(167,000명), 2003년 걸프전(81,000명), 에티오피아
가족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

(68,000명), 에리트레아(61,000명), 스리랑카(52,000명), 콜롬비아

권리가 있다. 교전 당사국들은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소재

(51,000명), 아프가니스탄(44,000명), 앙골라(31,000명), 페루

파악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당 가족들에게

(30,000명), 콩고민주공화국(27,000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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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그들의 생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일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 4 제네바 협약 제 26조와 제네바 제협약 제 1 추가
의정서 제 32조 및 33조 내용 재구성

ِݸ

교전 당사국들은 무력충돌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네바 제협약 제 1 추가 의정서 제 74조 내용 재구성
ICRC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적십자/적신월사 연락망을 구축함으로써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

관련 사실 및 수치 – 2006년 기준
•가족간에 오고 간 적십자 메시지는 총 634,000건이다.
•가족과 헤어진 아동 1,555명이 등록되었다.
•총 1,081명의 아동이 가족과 재회했다.
•수색요청이 접수된 대상자 중 11,569명의 행방이
확인되었다.
•연말까지도 실종자 69,049명에 대한 수색 노력이
이어졌다.
출처 : ICRC, 2006 연간보고서

과 연락을 복구하고, 적십자 메시지나 휴대/위성 전화, 라디오
방송,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안부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과 피억류자 등 무력충돌이나 기타 폭력
상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에게
그들의 상황을 알려준다.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가족에게 전혀 소식이 없는 사람들의
수색에 온갖 노력을 다한다.
•실종자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과 교전 당사국들
사이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한다.

EHL

인도법 탐구
탐구 5-4 : 헤어진 가족찾기

38

4

ِݸ

ِݸ

7

6

ا۬ޑِݸ۸ޔӘ

1. 1988년 태국, ICRC 심인국 SITE B캠프의 게시판(THIERRY GASSMANN/ICRC), 2. 1991년 이라크 바그다드, ICRC대표단에서의 면담(PHILIPPE DUTOIT/ICRC), 3. 1994
년 르완다-자이르 국경, 미아를 돌보고 있던 딸과 재회한 어머니(JOSUÉ ANSELMO/ICRC), 4. 1973년 이스라엘-아랍 전쟁, 가족찾기신청서, 등록카드, 적십자 메시지
(FRANÇOISE BORY/ICRC), 5. 1998년 남레바논, 억류자 이송(NABIL ISMAIL/ICRC), 6. 1994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자원봉사자가 읽어주는 적십자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인(PAVEL CUGINI/ICRC), 7. 1997년 르완다, ICRC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사진으로 가족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BENNO NEELEMAN/ICRC)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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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ϗࡖࢊ 'DWHRI%LUWK

ِݸ

߅؟ए) ָ۽DWKHU VQDPH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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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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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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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생각이 오갔어요. 그러나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남편의 물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지며 셔츠, 속옷 등 전부 다 거기 있었죠.

어떻게 보면 남편을 찾은 것만으로도

아니라 모든 엄마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 남편과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진실을 찾아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나는 가족에 대한 기억으로 버티고

있어요.

두

있다.”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형은 우리 가족의 일부였고, 이렇게 우리의

일부가 사라지면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우시는 것을 봤어요. 군인이 살해되면 죽은

것을 알고, 부상을 입어도 다쳤다는 것을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들들이 없고

끔찍한 적막만 감돌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식구들이

감옥에 있든 죽었든 소식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겁니다.”

형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해요.

ا۬ޑِݸ۸ޔӘ

출처 : 사라진 가족: 알 권리, ICRC, 2003.

이들에게 고통의

حܿ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일부 사람들에게 침묵의 시간이 끝났다.

해설

무너져 버렸어요.”



압니다. 하지만 납치를 당하면 아무 것도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가족들은 알 권리가

인질로 잡혀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이

저 창문으로 식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후에는 삶에 즐거움이라고는 없어요. 삶이

중 갑자기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7개월째

노인들에게는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기

면회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실종된

감옥에 갇혀 있다면, 평생 갇혀 있더라도

살아 있다면 다시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돌려주고,

“형과 형 친구 두 명이 국경 순찰을 돌던

목소리 4 – 남자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일일 거에요.”

거에요. 내게는 남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아이들이

수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알

않았어요. 그 뒤로 아이들을 못 본 채로

그렇게 떠난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대에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가버렸어요.

트럭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건 모른다는

죽었을지도

태우더군요.

것 같아요. 영원히 그를 찾지 못하는

기대와

명씩을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행복인

거라는

대여섯

태웠어요. 여기저기를 돌면서 서너 명씩,

그들은 내 아들들을 데려가서 큰 트럭에

“무장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위층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와 아이들,

닥쳤 습니다. 우리를 떼어놓고 남자들은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집으로 들이

목소리 2 –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들의

살아있을

있어요. 추도식을 치르는 것은 나뿐만

끊임없이

한 순간에 모두 무너져 버렸죠. 남편이

머릿속에서

잃었어요. 우리가 함께 계획한 미래는

완전히

정식으로 죽은 가족의 장례를 치를 권리가

정체성을

명을 여전히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는

실종과

함께

“남편이 2년간 실종된 상태였어요. 그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실종된 남자들 수천

ِݸ

“6년째 아들들과 남편의 행방을 전혀 알

ِݸ
목소리 5 – 여자

ِݸ

목소리 3 – 여자

ِݸ

목소리 1 - 여자

ِݸ

ࢉڿйઍই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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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료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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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평가 방법
지속적 평가
인도법탐구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일
확인해볼 수 있다. 수업 토론, 소그룹 활동,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등 적극적인 교수법을 통해
각 수업 말미에 5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두 문장으로
써보게 한다.
>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위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참고로 하여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준다.

ِݸ

학생 과제물 포트폴리오

ِݸ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은 무엇인가?

ِݸ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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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듈에서 학생들은 인터뷰하기, 시, 희곡, 미술작업 등으로 개념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자료 작성하기 등의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ݸ

각 학생이 제출한 과제, 미술작업, 취재자료와 수업시간에 제시한 언론기사를 모아 학생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해당 학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모니터링 한다.
제출한 과제 중 일부를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ݸ

각 모듈의 마무리 질문
모듈 5가 종료된 후 마지막 수업은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글로 써보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도 좋고(20~30분), 두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게 해도 좋다(10분).
에세이에 적합한 질문:
>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보라.
>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보라.
짧은 답변에 적합한 질문:
>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수반되는가?
>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5가지 방식을 얘기해보라.
> 인도적 구호요원들이 난민 수용소를 제공할 때 계획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열거하라.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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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й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그 중의 하나를 수업 전체의 에세이 주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각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문기사나 인도법탐구 자료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그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의해볼 수도 있다.

ِݸ

평가 기준
바람직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ݸ

> 방관자, 전투원, 딜레마, 연쇄적 파급효과 등 인도법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
>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를 제시한다.
> 언론보도, 인터뷰, 수업토론 및 독서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ݸ

위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인도법탐구 자료에 대한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ا۬ޑِݸ۸ޔ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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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자 제안된 것이며, 평가기준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출한 과제 중 일부를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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ର҅ࢉౚ
필요에 대한 대응
•전쟁 피해자 지원 – 국제적십자위원회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assistance?opendocument)
•전시 민간인 보호 – 국제적십자위원회
•난민 보호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http://www.unhcr.org/protect.html)
•난민과 이주자 – 국제 사면위원회
•난민 – 인권 감시단
(http://www.hrw.org/doc/?t=refugees&document_limit=0,2)
•국내 실향민들의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사무총장 대표단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idp/index.htm)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detention?OpenDocument)

ِݸ

•포로와 피억류자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개선 강화 – 국제적십자위원회

ِݸ

(http://www.amnesty.org/en/refugees-and-migrants)

ِݸ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civilian_population?OpenDocu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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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연락 복구 – 국제적십자위원회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family_links?OpenDocument)

ِݸ

•실종자 프로젝트(Project Disappeared)
(http://www.desaparecidos.org/arg/eng.html)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도주의 활동의 미래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section_debate_on_ humanitarian_

ِݸ

action?OpenDocument)

관련 인도주의 기구
국제연합(유엔):
•유엔 고등난민판무관 (http://www.unhcr.org)
•유엔 세계식량계획 (http://www.wfp.org)
•유엔 개발계획 (http://www.undp.org)
•유엔 아동기금 (http://www.unicef.org)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http://ochaonline.un.org)
•국제이주기구 (http://www.io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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ର҅ࢉౚ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http://www.ifrc.org)

ِݸ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http://www.redcross.int)
•대한적십자사(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http://www.redcross.or.kr)

ِݸ

국제 비정부 기구 :
•케어(Care) (http://www.care.org)
•덴마크 난민 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http://www.drc.dk)

5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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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경 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Medecins
Sans Frontieres)
(http://www.doctorswithoutborders.org)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 (http://www.handicap-international.org)

ِݸ

•국제 구조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http://www.theirc.org)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http://www.nrc.no)
•옥스팜(Oxfam) (http://www.oxfam.org)

ِ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http://www.savethechildren.com)
•월드컨선(World Concern) (http://www.worldconcern.org)
•월드비전(World Vision) (http://www.worldvision.org)
인권 옹호 단체 :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
•인권 감시단(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 (http://www.refugeesinternation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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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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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션 1차시,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과 평가 모임 시간)

ِݸ

청소년 참여활동
대상 집단
프로젝트 목표
지역사회의 힘과 자원
인간존엄성

ِݸ

개념

4

ِ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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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할 능력

ِݸ

문제 파악
필요사항 분석
실행 계획
기록 정리
프로젝트 평가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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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깊이 각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인도법탐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의 영향력을 단지 교실에

방법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자료를 만들어 다른 이들과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수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도적

봄으로써 학습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

구호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초등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거나

ِݸ

중등교육과정 이상인 아이들을 이러한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형태의 지역봉사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들임으로써 인도적 관점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ݸ

목표

ِݸ

준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인간존엄성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인간존엄성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ߣأఋҮઔ܋ਰ۸՜ংйছ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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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수법 가이드에서 교수법 6(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용), 7(쓰기와 생각하기), 10(이야기와 뉴스 수집), 워크숍 10(“학습
응용 : 청소년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가능하다면, 교사용 교육 영상의 관련 부분을 본다(탐구 마무리).

ِݸ

시간
학생 프로젝트에 시간을 얼마나 할당할지는 각 교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프로젝트 목표와 활용 가능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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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
학생 프로젝트에서 설정 가능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국제인도법에 대해 가르친다.
•자신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도적 요구에 대해 고민해본다.

프로젝트 아이디어 예시
•어린 아동이나 지역사회 집단에 도움의 손길 나누기
[예 : 동화책, 만화책, 짧은 연극, 전시회, 상연, 언론에 편지 보내기, 청취자 전화참여

[예 : 노숙자, 난민, 실향민, 고아, 병자, 노인 지원]
•실태조사나 실천
인도주의 단체나 인권 단체에 가입하기]
프로젝트의 가능성 평가를 위한 질문:

ِݸ

[예 : 국가 차원의 국제인도법 이행상황이나 차별금지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ݸ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책자]
•기존에 있는 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ݸ

•정치적 활동과 법률 조사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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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특정 이슈와의 개인적 연결성을 제공하는가?

ِݸ

>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국제인도법의 목표달성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가?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인도법 관련 정보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ݸ

아래 예시된 질문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실행 3단계 과정을 지도한다.
프로젝트 설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가?
> 대상집단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의 일 단위 계획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고찰
>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을 정리 기록하고(글쓰기나 기타 방식) 자신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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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준비
가장 먼저 대상 집단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제시된 의견은 자원봉사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크지만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하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착수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닌 능력과 필요

ِݸ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그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ݸ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은 지

가능한 한 그들이 가진 능력과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도움을 제공할 때 봉사 대상 그룹과
의논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두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지역사회가 가진 힘을 파악한다.
•합동 작업을 통해 문제점과 필요, 위협을 파악한다.

ِݸ

•보유 능력과 자원을 토대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과 우선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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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최고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한다.
– 국제적십자사연맹, “필요에서 실천으로,” 1995

ِݸ

!

핵심 정리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며,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는 그들의 생각을 고려하고 그들이 가진 자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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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지속적 평가
인도법탐구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일 확인해볼 수 있다. 수업 토론, 소그룹 활동,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 등 적극적인

각 수업 말미에 5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두
문장으로 써보게 한다.
>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위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참고로 하여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준다.

각 모듈에서 학생들은 인터뷰하기, 시, 희곡, 미술작업 등으로 개념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ݸ

학생 과제물 포트폴리오

ِݸ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은 무엇인가?

ِݸ

교수법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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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자료 작성하기 등의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각 학생이 제출한 과제, 미술작업, 취재자료와 수업시간에 제시한 언론기사를 모아 학생

ِݸ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해당 학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모니터링 한다.
제출한 과제 중 일부를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한다.

ِݸ

각 모듈의 마무리 질문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마지막 수업은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글로 써보게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도 좋고
(20~30분), 두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게 해도 좋다(각각 10분씩).
에세이에 적합한 질문
> 어떤 측면에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했는가? 다음 번에는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가?
프로젝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 이 경험을 통해 국제인도법과 인도적 구호활동, 지역사회의 힘과 자원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짧은 답변에 적합한 질문
> 자신의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 집단이 가진 세가지 특징을 얘기해보라.
> 이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인간 존엄성 증진에 기여했는가?
>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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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소그룹별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그 중의 하나를 수업 전체의 에세이 주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각 학생에게 질문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문기사나 인도법탐구 자료 또는
다른 출처에서 인용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그 인용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문해볼 수도 있다.

ِݸ

평가 기준
바람직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ݸ

> 방관자, 전투원, 딜레마, 연쇄적 파급효과 등 인도법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
>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를 제시한다.

ِݸ

> 언론보도, 인터뷰, 수업토론 및 독서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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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인도법탐구 자료에 대한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된 것이며, 평가기준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ݸ
ِ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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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목소리 : 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르웨이
- 우리는 기성세대와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세대이기 때문에

ِݸ

칠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전쟁에 민감해지기 위해

- 청소년기는 인성, 의견, 기술,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알기 위해
-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 우리 모두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ݸ

지부티

때문에
- 이 법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평화정신을 북돋우고 전쟁정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사 자신이 이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 청소년은 자라서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 청소년기는 세상에 눈을 뜨고 국제인도법의 명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은 돌에 새겨 놓은 듯이 영원히 남게 된다.
세네갈

- 미래를 위해

ِݸ

- 군인이라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이집트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우리는 미래에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에

- 인도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이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

- 인도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인간이 자비와 동정심을 발휘할

ِݸ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타이

ِݸ

-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법을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우리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알기 위해

- 전시에 민간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스라엘

미국

- 한 인간으로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 전쟁포로를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알고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

- 삶 속에서 작은 전쟁들을 겪게 되는 십대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참조>

- 세상에 대한 일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는 청소년들이 인도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묻

는 질문을 받고 청소년들이 한 대답 중 일부다. 이 대답은
프로그램의 예비 테스트에서 수집하였다.

말레이시아
- 이후에 우리가 자라서 이 법을 수호하게 되기 때문에
- 우리는 미래의 전쟁 지도자이고, 어린 시절에 이 법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전시에는 배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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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는 13세에서 18세

인도법탐구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의 바탕인 인도주의적 관점을 비롯하여, 무력충돌
시에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의 복잡성,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사와 현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이 학습자료는 국제인도법이

이해해야 한다. 교사는 또한 더 상호작용적인 방법을 포함시켜

무력충돌 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

자신의 교육법을 확장할 수도 있다.

통과 파괴의 예방 및 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를 보

이 매뉴얼은 교사가 인도법탐구를 사용하려고 준비할 때 도움을
주고, 과정 자료와 커리큘럼의 중요한 교육적 개념을 접하게

인도법탐구의 주요 학습목표는 청소년들이 인간애의 원칙을 일

해주려고 만든 것이다. 이 매뉴얼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여러 가지 교수법을 제시하며, 교실에서 교수법을 어떻게 사용할

사회적 인식 배양에 기여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곁들였다.

준다. 교육자료는 무력충돌 중에는 물론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

교사는 비공식적인 집단이나 공시적인 교사교육 워크숍에서

도 생명과 인간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

이 매뉴얼을 스스로 끝까지 다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면 인도법탐구의 자료 대부분을 교실에서 최대한 활용할

ِݸ

램은 시민의식 교육에 확실히 기여한다.

ِݸ

여준다.

ِݸ

IHL)의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을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역

수 있게 된다.
<참조>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 한 사항은 『서론』 소책자를 참고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실제적인 ‘인
도주의적’ 관점을 정립할 수 있고 국제인도법같이 겉보기에 딱

교육 중에 교사가 탐구하게 되는 활동을 이후 교실에서
소개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일단 중요한 주제를 익히고 나면 교사들은 작곡자처럼
자신만의 변주를 만들어 낸다.
•인도법탐구의 내용과 특히 방법이 교사들에게 낯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배우고 연습하며 깊이 생각해볼

력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건전

시간이 필요하다.

전시와 기타 폭력상황에서 윤리적 및 인도주의적 문제는 청소년

ِݸ

딱하고 복잡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중요한 학문적 기술을 가르치고 강화시켜주며 학생들이 폭
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움을 준다.

ِݸ

인도법탐구에서 사용하는 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교사도 탐구활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실제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례를
관찰하면서 배우게 된다.

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당되고 의미가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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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의 내용과 교수법

인도법탐구은 구체적인 길잡이 질문, 개념,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된 순차적인 과정이다. 각각의 모듈은
몇 가지 탐구 또는 ‘교훈’을 수록하고 있다. 탐구에서는 정확한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한다. 이런
교수법은 국제인도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학생들의 이성과 감정을 자극하여 인도주의적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ݸ

위해 신중하게 마련하였다.

모듈 4 국제인도법 위반
탐구 4-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

인도법탐구 시작

ِݸ
ِݸ

모듈
탐구
탐구
탐구

1 인도주의적 관점
1-1 : 방관자로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2 :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
1-3 : 방관자의 딜레마

모듈
탐구
탐구
탐구

2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2-1 : 전쟁으로인한 파괴의 최소화
2-2 : 아동병사 집중탐구
2-3 : 무기 집중탐구

모듈
탐구
탐구
탐구
탐구

5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5-1 : 전쟁 파괴현장 복구
5-2 : 난민캠프현장 복구
5-3 : 전쟁포로 보호
5-4 : 헤어진 가족 찾기

인도법 탐구 종료

ِݸ

모듈 3 법의 적용
탐구 3-1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탐구 3-2 : 국제인도법 존중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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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영문「인도법탐구」 전 과정 중 주요 탐구과정을 선별·발췌하여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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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교사의 역활
인도법탐구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탐구’는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육방식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규정하고 함께 대답에 이르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

당신은 인도법탐구에 참여하면서 교사이자 학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과 학생에 대한 자신의

인도법탐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꼭

>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인도법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다양한 탐구에 수록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열거하고 적절한

교사자료는 인도법탐구에서

대응책을 모색한다.)

<참조>

다루는 여러 주제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해준다.

> 학생들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ݸ

『국제인도법 가이드』는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국제인도법

ِݸ

기대를 파악한다.)

할 것인가?

내용을 추가로 제공 해준다.
<참조>

학생들이 인도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교사에게
태도, 새로운 내용을 탐구하게 된다. 이것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을 받는 많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즉각 혹은 손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 “교수법 3: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몇

ِݸ

새로운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인식,

이 과정의 성격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 언제나

가지 방법을 제시해준다.

경험이다. 인도법탐구에서 교사의 역할은 주제를 탐구하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는 것이지, 모든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ݸ

것이 아니다. 모로코인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
같이 배우겠다’라는 자세다.”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역할은 스스로 질문에

ِݸ

대답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당신과 학생이 인도법탐구 학습에 자신의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당신과 학생이 접하게
되는 많은 질문들은 세계 곳곳에서 정치지도자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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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요약

1-3 방관자의 딜레마(1차시)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로 인도법탐구를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전체를 가르칠 수 없다면 가르치고 싶은 탐구를
선택한다.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커리큘럼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ݸ

필요와 관심을 토대로 결정을 한다. 인도법탐구는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의 학습 목표와 시간제약에 맞춰 선택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누군가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목격한 실제
방관자의 역할을 맡아 인도주의적 행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그들이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딜레마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방관자가 처한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

ِݸ

개론적 탐구 : 이미지와 인식(1차시)
첫 번째 탐구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모듈 2 : 무력충돌에서의 제한
2-1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최소화 (2차시)
학생들은 무력충돌을 담은 사진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ݸ
ِݸ
ِݸ

있는지를 파악하고, 전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고통을 억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한다. 이러한 규칙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탐구하는

필요성을

공개토론으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이

비교해보면서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정을 학습하게 된다.

단계에서는 ‘정답’이 없으며, 참가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또한 국제인도법과 인도법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도

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알게 된다.

모듈1 : 인도주의적 관점

2-2 아동병사 집중탐구(1차시)

1-1 방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2차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은 아동기의 특성과 아동의

실화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보통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그런 다음 아동병사의 생활과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잔인한 행위에

그들의 전쟁경험이 아동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결과를

저항했는지를 살펴본다. 과거와 현재의 사례들은 한 명의

살펴본다. 학생들은 국제인도법와 인도법이 무장충돌을

방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15세 미만 아동을 모집하여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와 어떤 방식으로 방관자가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다른

것과 여러 나라에서 이 연령제한을 18세로 상향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법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탐구하고,

자신의

제안을

실제

규칙과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모듈 3 : 시행 중인 법률
1-2 인도주의적 행동 고찰(1차시)

3-1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판단 (2차시)

학생들은 인도주의적 행동의 특성을 생각해본다. 자신들이

무력충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살펴본 이야기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정의를

국제인도법 위반을 판단하고 이런 위반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립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관련 문제,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해본다. 학생들은 어떻게 한번의 위반이 다른 위반으로

보호하려고 행동하는 이유,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한다. 연쇄적 파급결과를 그림으로

관련된 위험,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려보고 이러한 위반을 방지 혹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말을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이용하여 학생들은 무력충돌 시에 인도주의적 행동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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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4 : 국제인도법 위반
4-1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방식(2차
시)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재구성하기
인도법탐구는 전 세계의 학교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교사의 여건과 학생들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싶은지 생각해본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무력충돌이 끝난 후 사회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본다. 전쟁범죄의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진상보고, 읽을거리, 개인의 진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할 수 있고 국제인도법 위반을

인도법탐구 수업준비과정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당신의
여건과 학급에 가장 적절한 자료와 활동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지역 역사자료에서 나온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즉 범법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진실을

사례를 사용해도 된다. 당신이 발견한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규명하며, 보상과 화해를 하는 방법 등을 탐구한다.

먼저 원 자료를 다루어 어떻게 그 자료들이 명시된 학습목표에

ِݸ

처리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다음 위반행위를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포함한다.

ِݸ

학생들은 먼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리하였을 경우와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원 자료에
모듈 5 : 무력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자료를 개조할 때는 위반행위를 하는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하고 자신이 수정하거나 추가한 내용이 국제인도법의
정신과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사진, 동영상, 워크시트 등을 이용하여

중요하다.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사자료에서 가져온 것들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필요한 인도주의적 행동의 범위를 탐구한다. 또한 전쟁의

사례는 되도록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결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유발하여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가려버리거나

ِݸ

학생들은 어떻게 전쟁이 정상적인 생활기능을 파괴하는지를

생각해본다.

ِݸ

5-1 전쟁이 유발한 파괴로 인해 생기는 필요(1차시)

익숙해지면 적절한 대체자료를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습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은

ِݸ

일단 자신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가져온 사례를 살펴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의 가까운 사례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본다.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에 해당하는 자료와 정보를 현지에서
찾아본다(아동병사나 특정 형태의 무기 등).
•국내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인도주의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초빙할 수 있는 연사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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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다양한 연령집단과 학업능력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평가

ِݸ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사진, 동영상을 이용할

인도법탐구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경우에는, 분석적인 성격의 연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

진단하고 오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제공한다.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질문을

학급토론, 소그룹 작업, 브레인스토밍과 롤플레잉 등과 같은

한다.

적극적인 교수법이 그런 기회를 준다.

[예: 사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단어나 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읽기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ݸ

읽어준다.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잠깐씩 생각할 여유를 준다.

구체적인 평가기법과 질문은 다음 섹션의 말미에서 제시한다.
•각각의 인도법탐구 모듈
•매뉴얼에 있는 각각의 교수법

학생들에게 이해를 묻는 질문을 하여 자료를 복습할 수

•매뉴얼에 있는 각각의 교사교육 워크숍.

있도록 도와준다.

인도법탐구 수업 준비를 할 때, 학생학습을 평가하고 이에

•좀 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각을 자극하는

따라 수업을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일단 수업에서 자료를

ِݸ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딜레마와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문제들을 이용하여 토론과 논쟁을 자극한다.

> 시간이 지나면서 진전이 보이는가?
> 학생들이 인도법탐구 개념(“연쇄적 파급결과” 등)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가?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문 기사나,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ݸ

친구와 가족의 경험 등을 가져오는가?
> 학생들은 사진을 두 번 혹은 세 번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되는가?
> 학생들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 특히 무력충돌 피해자의

ِݸ

관점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는가?
>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스스로 또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는가?
> 학생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행동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기초로, 앞으로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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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섹션에는 다양한 인도법탐구 학급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교수법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었다. 각각의 교수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룹 인도하기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
각해보도록 한다. 먼저 자기 생각을 글로 써보면 말할 시간이

•특정한 방법을 활용할 때 목표에 대한 설명

•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요령
•학생 학습의 평가를 위한 제안

되었을 때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ݸ

•시작을 위한 제안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다. 요약과 분석을 위해서 핵심사항을
칠판에 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추가로 자기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거나 같은 그
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ݸ

물어보아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이 모든 말을 교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교수법 1 : 토론

게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토론 또는 대화는 인도법탐구에서 핵심적인 교수법이다. 토론의
것이다. 토론을 잘 하려면 교사가 듣는 이가 되어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일관성 있는 패턴을 이루도록 짜는 ‘직공’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자신이 직공이 되는 것이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ݸ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어떤 학생이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면, 먼저 그 오류가 중요한
지 판단한다. 중요하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이 정보를 검토해
보라고 하되, 원래 말한 사람에게 낙담을 안겨주지 않도록 한
다. 아니면 교사가 정확한 정보를 말해줄 수도 있다.

ِݸ

•학생들이 말하기를 꺼린다면, 그들에게 토론의 목적이 생각

목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듣기와 말하기는 토론 기술을 배양한다.

상기시켜준다.
•토론이 무질서해지면, 학생들에게 처음에 당신이 정한 두 가

ِݸ

•학생들이 한 가지 입장을 정립하고 증거를 이용하여 그

과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지 규칙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입장을 방어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소수의 학생만이 말을 많이 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말해보라
고 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쓴 글을 읽
시작하기

어보라고 한다. (“교수법 7: 쓰기와 생각하기” 참조.)

처음에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한다. 열띤 토론

토론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나 종교적 또는 문화적 신념과 관행

중에 필요하면 교사가 이 규칙을 지적할 수 있다.

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1.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

면, 학생들이 익숙한 관심사, 문제, 경험에 관심을 기울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토론이 인도법탐구 학습과 연관이 있다면 수업

린다.
2.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자유롭게 이견을 제기하되, 그들과 그
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시간을 더 많은 탐구활동에 할애하고, 학급을 위한 심화활동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연구를 해보라고 격려할 수
있다. 만일 이 토론이 인도법탐구의 수업과 무관하다면 수업외

다음 중 하나 혹은 전체를 칠판에 게시하여 명확한 초점을 제

시간에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

공한다.

을 생각해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토론할 질문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토론의 목적

>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었는가?

•토론의 바람직한 결과

>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에 반응을 했는가?

토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 사진, 이야기, 진술, 동영상, 쓰기

> 어떤 핵심 의견 혹은 이견이 등장하였는가?

연습 혹은 기타 적절한 동기유발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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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2 : 브레인스토밍

어려움에 대처하기
학생의 대답이 주제와 무관하다면,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브레인스토밍은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창적인
생각을 장려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 동안

ِݸ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 해결책

시간을 내어 주제를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주제가 낯설어 학생들이 대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제안을 해 줄 수 있다.

이 목적이라면 브레인스토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아이디어를 요약하고 그룹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게 된다

>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창출하였는가?

ِݸ

> 그룹은 함께 나눈 일련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요약하였는가?
목표
•토론을 위해서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거나 질문에

> 이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대답한다.

ِݸ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교수법 3 :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시작하기

인도법탐구에서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단한

학생들에게 그룹에서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면 좋

대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겠다고 말해준다.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ݸ

•자발적인 태도를 갖는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않
도록 한다.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장소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제기한 어려운
질문들을 기록하여 전시하고, 이곳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코너라고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지라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후 단계에서 가능한 대답이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에게

ِݸ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마음을 열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때때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코너에 있는 질문을 검토하여
이중에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살을 붙인다.
<참조>

그룹 인도하기

국제인도법 가이드와 『간추린 국제인도법』

소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문 혹은 연습의 초점을 명확하게 말해준다.
•학생들이 대답하기 전에 모든 질문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제시된 모든 의견을 기록한다.
•부적절하게 보이는 의견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다. (하지만 앞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표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내놓은 어려운 질문들을
기록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어려운 질문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본다.

•진행이 순조롭지 않으면, 질문을 다시 말해주어 추가로 대답
이 나오도록 격려할 수 있다.
•연습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함께 나눈 아이디어 목록을 검토
하고 요약하거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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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전당사자가 자신의 명분이 정당하다고 단언한다면,

무력충돌 중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그들 사이에서 누가 판사가 될 것인가? 판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전쟁을 규제할 수 있는 규칙에 의존해야 한다. 첫 번째
규칙은 정규전은 반드시 양 당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기를 사용한 공격같이 폭력이

깊은 학생들을 낙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동원되는 작전에 질서와 규칙을 도입하기를 원한다면, 또는

흐르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다루어야 한다.

재앙의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면, (중략) 평화의 회복을 위해

그룹 인도하기

필요하다.”

•어렵고 즉각 내놓을 수 있는 명확한 대답이 없는 질문이

그는 전쟁을 규제해야 하는 규칙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였다.

ِݸ

지적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많은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고 생각이

항상 문을 열어두려고 한다면 (중략) 이 규칙은 절대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여 어려운 질문을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ݸ

나올 경우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적군에게 입힌 모든 불필요한 피해, 승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종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모든 적대행위는 (중략)
자연법에 의해 유죄가 된다.”

ِݸ

•개인적으로든 그룹으로든 다른 학생들에게 대답을 제안해
보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질문에 쏟는 노력의 한계를 정한다.
•프로그램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질문을 파악한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확고하여 서로 한치의 양보가

CONDUCT OF WAR 1789~1961』에서 인용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여러분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판결을 내릴 판사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달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비난을 하는 것보다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에

공식적인 논쟁을 진행할 수도 있다.

동의하는가?

전문가에게 상의할 수 있다.
•때때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코너에 있는 질문을
검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ݸ

없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의견을

•어떤 질문을 해결할 수 없으면, 같은 분야에 있는

ِݸ

어려움에 대처하기

출처: 에머리히 드 바텔, 『THE LAW OF NATIONS』, J.F.C 퓰러의 『THE

> “자연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는다”라는 바텔의 주장이
전쟁법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되는가?
<참조>

각 모듈이 끝날 무렵,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코너로 다시 찾아가서 대답이 나온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확인한다.

다음은 토론 또는 에세이 작성을 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 법학자인 에머리히 드 바텔은 1758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The Law of Nations』에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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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4 : 딜레마 이용하기

시작하기
1. 먼저 학생들에게 딜레마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익숙한 표현을

ِݸ

딜레마는 학생들에게 무력충돌 시기에는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사용해보라고 한다(“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 학생들에게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복잡성에는 최소한 세

딜레마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예를 들어보라고 하고, 무엇이

가지 이유가 있다.

딜레마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준다.

•모든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받는 영
향과 그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2. 딜레마의 요점을 정의한다. 학생들이 딜레마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택이 필요한 상황(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포함)

ِݸ

•모든 결정은 부작용이 있으며,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
용도 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다.
3.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심지어 “나쁜 상황에서

•모든 목적을 한꺼번에 성취할 수 없다. 중요한 목표 한 가지
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일이 다른 목적의 성취를 배제하게

ِݸ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목표가 상충된다는 것도 많은 딜레
마의 특징이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모든 선택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딜레마’라는 용어는 흔히 가볍게 사용되지만, 인도주의적 행동
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심각한 결

ِݸ

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
언가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이다. 딜레마 분석기
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두 가지 질문을 학생
들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딜레마란 무엇인가? 딜레마의 파급

4. 목적에 맞는 딜레마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딜레마 상황은
자료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룹 인도하기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갈 때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따라 간다.

ِݸ

1. 제안된 행동을 탐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도입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인도법탐구 자료에 실린 이야기 중 한 가지 또는 학생들이 말한
목표

딜레마를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그 딜레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딜레마’와 ‘상충하는 목표’의 개념을 이해할 수

몇 가지 행동을 제안하라고 한다. 그리고 질문을 이용하여

있도록 돕는다.

각각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탐구해본다.

•무력충돌 중에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학생들이 ‘파급결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파급결과 포함).
•학생들에게 연쇄적 파급결과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 당신이 제안한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가?(가능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연쇄행동과 각각의 결과를 탐구한다.)
> 그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 또 어떤 사람들이 개입하는가? 당신의 선택에 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 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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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파급결과는 의도적이다(사냥꾼이 가족을 위한 식량을

결국 학생들이 이 과제를 스스로 해내야 한다. 좋은 질문을

얻었고 그래서⋯⋯). 어떤 파급결과는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딜레마 분석과 관련된 기술과 개념을

(죽은 사슴은 최근에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 사슴은 어미를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잃었고 그래서⋯⋯.)

2. 딜레마의 복잡성을 분석한다.

4. 연쇄적 파급결과를 추적한다.

학생들에게 제안된 행동들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되,

학생들에게 자신의 예를 제시하라고 하고, 한 가지 사건이

다음의 질문을 각각의 행동에 적용하라고 한다.

많은 파급결과를 초래하고, 그 중 일부가 또 다른 파급결과를

>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낳게 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사슬이

>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더 나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왜 그

>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이 다른 중요한 목표의 성취를

어려움에 대처하기
•학생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걸음 물러나서 행동과 파급결과를 분석해보라고 한다.
•때로는 학생들이 복잡성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ݸ

목표를 선택했는가?

생긴다.

ِݸ

효과적일 것인가?

ِݸ

학생들이 제안하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들이 느낄 좌절감을 인정해준다.

등한시하거나 배제하는가?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3. 연쇄적 파급결과를 파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딜레마에 대해서 써보라고

학생들에게 다음 행동 또는 사건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결과를

한다.

파악해보라고 한다.

> 상충하는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 폭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는데 어부들이 바다에 있다.

> 가능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ݸ

• 사냥꾼이 사슴을 총으로 쏜다.

ِݸ

관련사항들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리한다.

> 여러분이 취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행동은 파급결과를 낳고 그로 인해 또 다른 파급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준다 (폭풍우 >
배가 뒤집힘> 어부의 죽음 > 가족의 슬픔과 가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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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5 : 롤플레잉

2. 예행연습
연출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ݸ

롤플레잉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글을 통해 접한 경험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예행연습할 때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을 극화를 통해 생생하게 재연할 기회를 준다. 성공을 하기 위해

무대장치와 도구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억누르는

서 롤플레잉 연습은 사전 준비와 사후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연출은 지양한다.
3. 공연

목표

공연은 롤플레잉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관객에게

•학생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더 많이 인식할

ِݸ

수 있도록 한다.

과제를 내줄 수도 있다. 관객들에게 특정한 등장인물과 그
사람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추적하라고 한다. 예비토론과 이런

•학생들이 인도주의적 행동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는 관객으로 하여금 연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제시하는
문제와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 마무리

ِݸ

롤플레잉 후에 토론을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극화를 통해
시작하기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라고 격려한다. 학생들을

•상황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각 역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볼 수 있도록 환경이나 맥락

ِݸ

(장소, 시간, 상황, 기타 배경 정보)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이용한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며 그 이유는

위해 준비한 자료에 있는 질문을 참조한다. 학생들에게 연기나
공연 관람이 경험을 분석해보고 제시된 문제와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는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어떤 것이
그렇지 못했는가?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연습의
목표를 상기시킬 수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기 원하는가?

ِݸ

•롤플레잉 준비, 실연, 토론을 위한 시간을 배정한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롤플레잉은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강력한 감정이 관련되었을

그룹 인도하기

때 웃음은 심리적인 분출구가 될 수 있다. 학생들(공연자와 관객

효과적인 롤플레잉을 위해서 다음 네 단계를 따른다.
1. 준비

모두)은 웃을 수 있다. 당신은 학생들에게 활동의 중요한 주제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야기나 딜레마를 제시한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누가 배우인가?”라는 문제에

정지화면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둔다.

정지화면’에서 학생들은 중요한 시점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인가? 예비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정지하여’ 집단 조각상을 만들게 된다. 결정의 파급결과를

실제 롤플레잉 연습이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그룹은 토론을

보여주거나 딜레마의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지화면을

통해 배우게 된다. 역할을 소그룹에 배정하여 여러 학생이

이용한다.

같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그 상황 속에

롤플레잉보다 덜 정교하긴 하지만, 정지화면은 학생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탐구하고 악역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시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그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완결된

유도한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A정지화면
롤플레잉 후에 토론을 통해 딜레마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능력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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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 누가 위험에 처했는가? 위험의 성격은 무엇인가?

교수법 6 : 이야기, 사진, 동영상 이용하기

누가 방관자들인가?
인도법탐구는 이성과 감정 모두를 동원한다. 학생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인도주의 활동 종사자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이 되어” 본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오래된 문화전승

기법 중 하나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다. 여러 나라에서 나온 이
야기는 전반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 외

3. 파급결과 : 각 행동노선의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긍정

ِݸ

의

2. 선택 : 방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적/부정적, 단기적/장기적) 파급결과는 무엇인가? 어떤 연
쇄적 파급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4. 관점 : 상황에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해

에게 실제상황을 소개하고 토론을 활성화한다.

본다. 그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파급결과를 고려할 때

ِݸ

에도 인도법탐구는 사진, 동영상, 사진 설명을 이용하여 학생들

길잡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

5. 결정 :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이유는?

•이야기,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자극물을 제공한다.

토론을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한

배경을 제공한다.

다.

ِݸ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이미지와

> 개인의 생명이나 존엄성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토론을 위한 발판으로 학생들을 위해 보편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어떤 대안적 행동을 할 수 있는가?
> 각 행동의 파급결과는 무엇인가?

ِݸ

> 궁극적으로 내린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시작하기

> 사회적 압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배경 정보를 익히고 인도법탐구
자료에서 제시한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가능하면 수업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토론할 시간이 더

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족과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해줄 것
을 권한다.

ِݸ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읽기를 과제로 내주어, 학생들이 먼저

일부 탐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력충돌, 인도주의적 행동의 경험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전시를 하거나,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많아진다.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진 콜라주를 소개한다. [“이
사진들은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찍은 것입니다.”

수업과정에 포함시키거나(수업 중에 읽을거리로 제공하거나 개
념 또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인도법탐구 가상캠퍼스에 게시
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등]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학생들에게
동영상에 대해 소개를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이나 자세히 살펴볼 것에 대해 말해준다. 자막
유인물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한 정보나 부문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이야기, 사진, 동영상은 학생들로부터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언제나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떤 이미지가 특정 학생으로부터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초래할 경우, 그 학생은 참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룹 인도하기
이야기를

읽거나,

사진을

검토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에게, 방금 본 것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게 한다. 어떤 이야기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자료를 보고 생긴 감정을 처리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학생들과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한다.

시점에 잠깐 멈출 수도 있다. 정지화면 기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다(“교수법 5: 롤플레잉” 참조.)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당신이 이야기를 위해 만든 구체적인 질문 외에, 이야기, 사진,

> 학생들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

동영상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일반적인 질문들을

사진, 동영상에서 나온 사례들을 활용하는가?

고려한다.

> 학생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야기, 그림,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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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7 : 쓰기와 생각하기

다른 종류의 글쓰기
본 과정을 위한 자료에는 여러 종류의 글쓰기 기회가 풍부하게

ِݸ

교육관련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쓰기를 학습에 충분히 접목할 때

들어있다.

이해를 더 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법탐구는 수업이

•이야기, 딜레마, 기타 상황을 분석하기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쓰기를 통해서 내용 이해를 촉진할 수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내가 쓰는 내용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이후 인터뷰 내용 기록하기
•연구보고서 쓰기

ِݸ

바를 알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기

– C.S. 루이스

•이야기 또는 역사적 기록을 활용한 보고서 쓰기
•과정에서 등장한 주제, 개념, 아이디어에 대한 에세이 작성하기

목표

•학생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정보와 경험을 기록하기

•모든 학생에게 토론할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그룹에서 토론한 혹은 그 외에 주제에 대한 입장보고서 쓰기

ِݸ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도법탐구 뉴스레터 만들기

기회를 준다.
•학생들에게 그룹의 견해를 듣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시작하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사진, 동영상, 질문, 문제에

기록하게 한다.

ِݸ

•실제로 글쓰기를 해볼 수 있게 한다. 학생에게 기록을 하게
하여 이후 이를 참고하고 고찰하며 다른 글쓰기 및 연구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적어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단어, 구문 혹은
완전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다. 목표는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이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 인도하기
인도법탐구 일지 기록하기

ِݸ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글쓰기를
한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자신이 쓴 글을
일지나 포트폴리오로 보관하게 한다. 이 일지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지는

•학생들이 무엇에 대해 써야 하는 지와 어떻게 정보를
이용할지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쓰기 활동에 배정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시각보조자료를 이용할 경우, 그 자료를 전시하거나 사본을
배포하여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위해 메모를 하는 곳이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경우 그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철자, 문법, 구두법에

•고학년 학생에게는 개방형 질문을 할 수 있다.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일지 내용은 더 공식적인
에세이나 주제 및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미완성 문장을 줄 수 있다.
[예: 이 사진을 보고 나는 ________라고 생각했다.]

수 있다. 고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학생들이 쓰기를 어려워하면 그림 등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사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 글쓰기가 교육활동의 목적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학생들이 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표현하였는가?
>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도법탐구 일지에 기록한 아이디어를
연구나 실천 프로젝트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EHL

인도법 탐구
교수법 가이드

18

M3

EHL ҩࣶߣ
그룹 인도하기
교수법 8 : 인터뷰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을 학급에 초대하여 경험담을 들려주
게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된다. 교사

•그룹 구성원 한 명에게 방문자를 맞이하고 소개하게 한다.
•인터뷰의 흐름을 정하고 인터뷰를 위한 시간을 정한다. 인터뷰
과정을 개괄한다.
•학생들에게 준비한 질문을 묻게 한다.

한 사람(참전용사, 인도적 활동 종사자, 민간인, 언론인 등)을 찾

•필요하면 대화를 중재한다.

을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교실 밖에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실

•그룹 구성원 한 명을 지정하여 수업이 끝날 무렵 방문자에게

시할 수 있다. 질문과 목표의 유형은 물론 인터뷰 대상에 따라

ِݸ

나 그룹은 적절한 탐구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적당

감사인사를 하게 한다.

ِݸ

달라질 것이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목표

•방문자가 너무 오랫동안 말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할 수

•1인칭 시점의 보고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있다. 이런 경우 정상궤도를 회복하도록 화제를 전환하거나,

•인터뷰 기술을 익힌다.

방문자에게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ݸ

•교실 밖에서 인터뷰를 할 학생들은 사려 깊은 질문을 만들기
시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학생들과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토론한다.
•그룹에게 방문자의 신상 및 전문분야 혹은 경험 분야 대한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방문자에게 할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룹별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갖는다. 질문 목록을 작성한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의

ِݸ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방문자로부터 배운 내용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어떻게 학습 중인 특별한 주제와 연관이 되는지를
적어보게 한다.
•그룹은 인터뷰가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가와 다음에는 무엇을

예이다.

> 구조를 받은 다른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ݸ

> 인도주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더 알고 있는가?

•전쟁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을 인터뷰한
학생들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학급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 전투원이 전시행동요령에 대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았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
> 전투원이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비인도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 당신을 비롯하여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딜레마를 접하게 되는가?
그룹별로 하고 싶은 모든 질문을 선택하게 하고, 각각의
학생에게 자기가 묻고 싶은 특정한 질문을 적으라고 한다. 교실
밖에서 직접 인터뷰를 할 학생들은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도주의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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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학생 그룹을 조직한다.
교수법 9 : 소그룹

자격 수준, 특정한 활동을 위해 준비한 경험, 연령, 성별,
서로 옆자리에 앉았는지 여부, 능력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ݸ

소그룹으로 활동하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을 익

동질적인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서로 동일한 속도로 작업을

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자료 전체를 통해서 소그룹 작업을 권

할 수 있으며, 이 속도는 다른 그룹보다 빠르거나 느릴 수

장한다. 교사는 동일한 그룹구성으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질적 집단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리더나 코치 역할을

있고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때 그룹 구성에 변화

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서로 다른 기술과 경험을 가진

를 줄 수도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소그룹 작업의 성공은 세 가지 요소에 좌우된다.

ِݸ

•과제에 대한 명확한 지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더 규모가 큰 그룹을 상대로 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표

ِݸ

소그룹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 기술과 협조적인 문제해결을 연습할
수 있다.
•리더십과 책임감을 기른다.
•정보를 보고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ݸ

•더 큰 그룹에 속했을 때보다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
진다.
•아이디어를 나누고 개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결정
을 내릴 수 있다.

ِݸ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룹 인도하기
•과제와 예상 결과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제공한다.
•과제를 위한 시한을 정한다.
•중재자, 서기, 보고자 등의 책임을 그룹 안에서 할당하도록
한다.
•중재자, 서기, 보고자의 과제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두 발표, 그림, 도표, 정지화면, 드라마 등 그룹의 작업을
보고하기 위한 형식을 결정한다.
•그룹별로 순회하면서, 질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그룹이 할 일을 교사가 대신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학생이 과제에 집중하지 않거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제를 다시 말해주거나 학생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말해보라고 한다. 또한 칠판에 지시를 게시할 수도 있다.

목표
•모든 학생을 토론과 문제해결에 참여시킨다.
•리더십과 협동기술을 배양한다.

•그룹 구성원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룹과 함께 작업을 하거나 그룹에게 상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계속할 계획인지를
설명하라고 한다.

시작하기
•가능하면 아이디어를 그룹에서 공유하기 전에 먼저 글로
써보게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동의 목적과 바람직한 결과와 관련해서 그룹의 규모와
유형을 결정한다.

•어떤 구성원이 그룹을 지배하려고 하면, 소그룹 작업의 목적과
과제 달성에서 각 구성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말해준다.
•그룹 발표 내용이 반복적일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그룹만 발표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 다른 그룹이 추가적인
요소를 더하게 한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개인의 경험을 교환하거나(이중 일부는
전체 그룹과 공유할 수 있고 일부는 다른 한 사람과만 공유할
수 있음), 개인적인 관점을 비교하거나, 한 가지 관점 또는
행동노선에 대해 합의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시간을 주고 싶다면 3~5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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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평가하기

그룹 인도하기

> 학생들이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협조를 할 수

•학생들에게 연구과제를 줄 때마다 그들이 만든 이야기,

있었는가?

보고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한다. 급우가 한 작업은 그 동안

> 학생들은 어떤 기술을 보여주었는가?

> 소그룹 상호작용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ݸ

> 학생들은 어떤 그룹-구성원 기술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가?

기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작업을

•학생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학생에게 발표하게 한다.
•학생이 가져온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매일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ݸ

교수법 10 : 이야기와 뉴스 수집

간단하게 제시한다.
•학생 이야기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하여 특정한 활동의 주제를

학생들이 국제인도법을 탐구할 때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에서 나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실향민이나 난민을 보호한 사람에 대한
뉴스 보도는 모듈 5의 활동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뉴스 매체, 책,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이 기억한 경험, 그들의

모듈 2에서, 자신의 기본 훈련에서 어떻게 전쟁의 규칙을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 등이 모두 잠재적인 자료가 된다. 이러한

배웠는지에 대한 한 군인의 회상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를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다.

학생은 전범을 법정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신문기사를

ِݸ

온 자료뿐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도 이용할 것을 권한

오려올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세계 곳곳에서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지는 인도주의적

기여한다.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학생들이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적 행동을 수반하는

ِݸ

목표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를 극화나 딜레마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사건과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록하도록 유도한다.

어려움에 대처하기

ِݸ

•학생들이 국제인도법의 실행과 집행에 대한 정보를

학생이 인도주의적 행위의 예가 아닌 이야기를 수집했다면, 그
이야기를 이용하여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본다.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행위의 특징을 반복해서

시작하기
각 모듈을 위한 과정자료의 마지막 섹션에는 ‘미디어 페이지’

말한다.

가 수록되어 있다. 이 페이지의 목표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제인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신이 속한

학생의 학습에 대해 평가하기

세계에서 국제인도법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 학생들의 이야기는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관련된 그들의

예를 들어 모듈 1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구와 가족구성원을
인터뷰하여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한다.

이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 학생들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그들의 인터뷰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학급에서 발표하지 않거나
원한다면 익명으로 말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해준다.
이후 모듈은 또한 학생들에게 뉴스 매체, 문헌, 그리고 군대에
있었거나 인도주의적 행동에 참여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등
다른 출처를 통해 이야기와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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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탐구(Exploring Humanitarian Law, EHL)는 13~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기본 규칙과 원칙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ݸ

인도법탐구 수업용 자료를 다루는 교사가 반드시 국제인도법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교사들 중에는 특정한 법적 쟁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
제기하는 구체적이고 때로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이도

ِݸ

있을 것이다.
본 국제인도법 가이드(IHL 가이드)는 일차적으로 교사들이 인도법
탐구 수업용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ݸ

국제인도법 관련 주제를 좀 더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인도법 가이드는 모듈에 포함된
국제인도법 내용에 기초해 확장한 것으로 특정 세부 사항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
용어집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인도법의 특정

ِݸ

측면에 관해 순수 정의를 넘어선 미묘한 차이까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국제인도법 가이드는 직접적이고 쉬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법적 쟁점은 국제인도법 모듈

ِݸ

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정 용어 및 약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서 끝에 약어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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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전시에는 어떤 행위든 허용되는가?

6

2.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6

3.

적정한 전쟁 수행규칙을 만드는 대신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ݸ

이 규칙의 존재야말로 전쟁을 합법화하지 않는가?

6

ِݸ
ِݸ
ِݸ
ِݸ

4.

어떤 전쟁은 다른 전쟁보다 더 ‘정당’한가?

6

5.

‘전쟁’과 ‘무력충돌’은 다른 용어인가?

6

6.

국제인도법은 언제 적용되는가?

7

7.

국제인도법의 구속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7

8.

국제인도법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7

9.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는 어떤 관계인가?
이 기관들이 국제적십자운동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7

10.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승리라면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8

11.

국제적 무력충돌은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어떻게 다른가?

8

12.

무력충돌은 어떻게 ‘국제화’되는가?

8

13.

조약 ‘서명’과 ‘비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8

14.

각 국가들이 승인한 국제인도법 조약을 넘어서서 구속력을 발휘하는 국제인도법 규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9

15.

국제인도법의 주요 조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9

16.

인권법의 주요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0

17.

전투원 혹은 전사의 억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민간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11

18.

‘피억류자’, ‘피구금인’, ‘전쟁포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제인도법은 이들을 각각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11

19.

아동도 억류당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적용되는가?

11

20.

체포와 인질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경우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적용되는가?

12

21.

비례의 원칙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12

22.

‘민간인’과 ‘전투원’ 구분 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간인이나 전투원이 억류됐을 때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을 적용하는가?

12

23.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중요도는 제각각 다른가?

13

24.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이 표장들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3

25.

식별표장이 ‘남용’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13

26.

무력충돌 중에 식품이나 식수, 기타 다른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군 전술로 허용해도 되는가?

13

27.

성인은 전 세계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정의된다. 한 국가에서 성인으로 간주되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도법 규칙에서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8.

14

적군의 1개 부대를 모두 살상할 수 있는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는 14세 아동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국제인도법은 이 아동에 대한 무력 저지를 금지하는가?

14

29.

무기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통은 ‘불필요한 고통’이 아닌가?

14

30.

무력충돌 중 발생하는 환경훼손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위반하는 것인가?

14

31.

무기제조자가 단순히 무기 제조만으로도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게 되는가?
무기판매상의 경우는 어떤가?

15

32.

‘비대칭전’이 무력충돌 당사자들의 책임과 이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성격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5

33.

국제인도법은 ‘테러와의 전쟁’도 다루는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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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 한쪽이 국제인도법을 어겼다고 상대편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16

35.

민간인이나 민간물자를 공격해도 되는 상황이 있는가?

16

36.

적대 행위의 직접 가담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6

37.

전투를 중지한 전투원을 정당한 군사목표물로 간주할 수 있는가?

16

38.

민간군사기업이나 사설경호업체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민간인’인가 아니면 ‘전투원’인가?

17

39.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명령을 받은 병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명령에 따른 군사 행동을 수행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는가?

40.

17

병사가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휘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가?
17

전후 처리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은 어떤 도움이 되는가?

17

42.

사면과 용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17

43.

모든 범죄에 사면을 부여할 수 있는가?

18

44.

특정 상황에서 일부 진상이 은폐되었던 것이 드러나면 사면을 철회할 수도 있는가?

18

45.

일개 법정이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면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46.

ِݸ

주장이 있다. 이것은 국가 주권이라는 황금률을 어기는 행위인가?

ِݸ

이 지휘관은 병사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가?
41.

ِݸ

34.

18

소급효금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급효 란? 주: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상속 재산의 분할 따위에 한하여
19

48.

국제형사재판소는 성폭력 행위에도 사법권을 갖는가? 테러 행위에는 어떠한가?

19

49.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인가?

19

50.

재임 기간 중 국제적 범죄를 범한 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9

51.

전범 용의자 기소를 방해하는 걸림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9

52.

정부 관료가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당사자인 국가가 설치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20

53.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방문이 허용되는 피억류자는 어떤 사람인가?

20

54.

무력충돌 및 기타 다른 폭력사태에 휘말려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20

55.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20

56.

중립과 공평, 이 기본원칙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1

57.

국제적십자위원회 직원에게는 자기 방어용 무기 소지가 허용되는가?

21

58.

인도적 활동을 ‘도구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1

59.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어떤 국가에는 있지만 다른 국가에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60.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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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와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ݸ

인정하고 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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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에는 어떤 행위든 허용되는가?

따라서 국제인도법이 전투규칙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로
전쟁을 묵인하거나 합법화한다고 할 수 없다. 단지 인도적

그렇지 않다. 전쟁은 무력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의

차원에서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예방과 대처를 위해 조약이나 관습을 바탕으로 수립한 국제적

전쟁의 합법성은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판단되도록 관여하지 않는

규범 체계에 의해 규제된다. 이 규범들은 통칭 ‘무력충돌법’ 혹은

것뿐이다.

ِݸ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으로 알려져
있다.

4. 어떤 전쟁은 다른 전쟁보다 더 ‘정당’한가?

ِݸ

국제인도법의 목적은 전쟁으로 유발되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에서는 이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를 위해 전투에 사용되는 전쟁방법과 수단을

전쟁이 합법적인가 혹은 정당한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전쟁의

제한하고, 교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개인을

합법성이나 정당성은 유엔헌장에서 규정한 다른 규칙 체제 즉 ‘

보호하고 있다.

정전법(jus ad bellum)’ 에 의거해 결정한다.

2.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을 다루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법의

ِݸ

목적은 인도적 차원에서 전쟁이 개시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국제사회가 만든다. 국제사회는 조약뿐만 아니라 관습, 규범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력충돌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며,

수립하며 이를 통해 국제인도법 규칙을 제정, 승인, 채택하고

한편 ‘전쟁법(jus in bello)’이라고도 한다. 국제인도법은 구체적인

있다.

분쟁 사유나 그 적법성과 상관 없이 전쟁의 사실만을 다룬다.
국제인도법 규정은 어느 편이든 구분 없이, 분쟁 이유와 적법성,

ِݸ

3. 적정한 전쟁 수행 규칙을 만드는 대신 전쟁 자체를

전쟁 명분의 정당성과 상관 없이, 모든 전쟁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불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규칙의
존재야말로 전쟁을 합법화하지 않는가?

5. ‘전쟁’과 ‘무력충돌’은 다른 용어인가?

ِݸ

사실 오늘날 전쟁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 용어들은 서로 대체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인도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전통적 개념의 ‘전쟁’이 좀 더 최신 개념인 ‘무력충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간
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수립했다. 1928년 수립된

4개 제네바협약이 채택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무력충돌’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전쟁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었다.

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법률상

이런 추세에 따라 1945년 유엔 헌장이 채택되었다. 헌장은 한 발

‘전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상황 이외의 경우에까지 인도적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행사나 무력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용어가 대체되면서 국가는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유엔 헌장에서 무력 사용을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자위행위 내지 치안 조치라고 주장하며

허가하는 경우는 오직 두 가지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저지를 수도 있는 모든 적대 행위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어도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집단적 무력의 행사를 결정하는

불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는 두 국가

경우 그리고 유엔 회원국을 겨냥한 무력 공격이 일어났을 때

간, 한 국가의 군대와 무장집단 간, 한 국가 내 무장집단들 간에

개별 또는 자위를 위한 경우이다. 유엔 헌장에서는 비국제적

발생하는 분규의 무력 사용을 모두 포괄하여 다룬다. 이로써

무력충돌에서의 무력의 행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위의 모든 상황에서, 충돌당사자 중 한쪽이 ‘전쟁 중’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국제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금지해도 전쟁 발발은 예방할 수 없다.

것이다.

대화, 외교를 촉진하고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평화적
수단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무력충돌이라는 암울한
현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국제인도법이 전쟁으로 야기되는
재산 및 인명 피해와 고통,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전쟁을
규제하는 규칙을 수립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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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인도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사태에 적용된다. 무력충돌로

8. 국제인도법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국제인도법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

무력충돌로 규정하고 국제인도법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기 전에

세부 조항들이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존엄성 존중과 보호를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많다.

규정하고 있다.

ِݸ

정의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는 무수히 많으며, 어떤 사태를

널리 통용되는 원칙은 적대적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무력의 행사로 이어지면 결국 무력충돌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무력충돌은 ‘국제적’(2개국 이상)이거나 ‘비국제적’(정부 당국과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한 종류의 무력충돌이 또 다른 종류의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고 전쟁 당사자 중 한편이 전시 상황의
발발하면 국제인도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제인도법은 시위, 소란, 폭동 혹은 기타 소요사태 같은 국가 내
폭력사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상황들과 비국제적

국제적십자위원회,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은 모두 국제적십자 . 적신월 운동의 구성 기구들
이다. 각 기구는 조직 구조나 업무 절차가 독자적이지만 인도적
행위를 실행할 때는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적십자·
적신월 운동은 7가지 기본 원칙, 즉 인도, 공평, 중립, 독립, 봉사,
단일, 보편의 원칙 하에 운영되며, 모든 구성 기구는 이 7가지
원칙을 공통적인 참고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1863년에 설립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적십자운동의 창립
기구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충돌과 관련해 구체적인

ِݸ

무력충돌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ݸ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도, 사실상 적대 행위가 충분한 규모로

어떤 관계인가? 이 기관들이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에서

ِݸ

무장집단 간, 혹은 한 국가 내 조직화된 무장집단들 간)이다.

9.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이 있다. 무력충돌의 피해자
보호와 실무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 적용 촉진에

7. 국제인도법의 구속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애쓰고 있으며 본 법체제의 관리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이든 비정부 단체이든, 무력충돌 당사자들은 모두 국제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는 각국의 인도주의 분야에서 국가

따라서 4개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적용 대상자가 되지만,

공권력과 보조를 맞춰 재난 구호, 보건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같은 다양한 범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에는 피해를 입은

ِݸ

인도법관련 규칙의 구속 대상이다. 원래는 국가만이 국제 조약,

민간인을 지원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쟁당사국 군대의
체약국들은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뿐만

의료 활동을 보조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특히 무력충돌로

아니라 ‘존중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비정부 무장집단이 지켜야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각국의

할 의무 조항들은 주권국의 의무 조항들과 다를 수 있지만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 국내외적으로 공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제인도법 관습 규칙들이 충돌당사자 모두에게

평시에도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현지 위기상황 대처

적용된다. 비정부 무장집단들은 일반적으로 비국제적 무력충돌

능력이 강화되도록 돕는 데 협조하고 있다.
연맹은 국제적십자 . 적신월 운동이 자연 및 과학 기술로 유발된

시에도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조약 규칙의 구속을 받는다.

재난의 피해자 및 피난민 지원과 공중보건 응급사태 대처를 위해
더 나아가 무력충돌 비당사국들은 무력충돌 당사자에게

펼치는 국제적 지원 활동을 지시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제인도법 위반을 부추겨서는 안 되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이 같은 지원 활동이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필요할

무력충돌 당사자를 지원해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 의무

경우, 연맹은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특히 긴밀하게 공조한다.

조항은, 무력충돌 비당사국이 무력충돌 당사자가 저지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종결시키기 위해 적절한

국제적십자 . 적신월 운동의 세 구성 기구들 간의 관계는 전 세계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세부 규정에
의거해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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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승리라면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이것은 한 국가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국경에 걸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충돌당사자 중 한편이
비정부 무장집단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쟁이나 무장폭력은 국가와 비정부 무장집단이 의견차를 해소

ِݸ

하고 특정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무기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법은 제네바협약(공통 제3조), 1977년

동반한 물리력은 상대편 제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사용

제2 추가의정서와 관습국제인도법에 기초 할 수 있다.

된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 즉 전쟁의 ‘승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의
도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시에도 반드시 인도적

ِݸ

고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2. 무력충돌은 어떻게 ‘국제화’되는가?
‘국제화한 무력충돌’은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시작했으나 1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국제적 무력충돌로 발전한

1868년 채택된 성(聖) 페테르부르크 선언에서는 전쟁의 유일한

무력 분쟁을 의미한다.

합법적 목표가 적군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고 확인하고

ِݸ

있다. 본 선언문은 더 나아가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이 같은 사태은 종종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확대되어 매우

화기, 투사체 및 기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관습 규칙을 담고

복잡해지기도 한다.

있다.
1868년 이후, 전투를 규제하는 본 규칙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어
왔다. 현대 국제인도법에서는 전쟁 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한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무장집단을 지원하는 타국가의
군사적 개입 또는 전반적인 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전쟁.
•한 국가 내 1개 이상의 무장집단들과 이 집단들에 대해

ِݸ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타국가 간의 분쟁.
11. 국제적 무력충돌은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어떻게
다른가?

•제각기 다른 무장집단을 지지하면서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2개 국가 간의 전쟁.

ِݸ

무력충돌은 국제적이거나 비국제적, 또는 양자 모두일 수 있으며,

타국가가 분쟁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전반적인 통제권 행사를

국제인도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호를 제공하고

중지했더라도 여전히 비국제적 무력충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있다.

경우 국제화한 무력충돌을 비국제적 무력충돌 사태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적 무력충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존재한다.
•전쟁이 선포되거나 2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무장 병력이

13. 조약 ‘서명’과 ‘비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용될 때(한쪽 국가가 전시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국가들은 조약 서명이나 비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약의

전쟁상태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일부 혹은 전 영토가 점령되었을 때(영토 점령에
반대한 무력 저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
•국민들이 식민통치나 외국점령, 또는 인종차별적 정권에 맞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 투쟁할 때.

조약은 채택된 후 보통 서명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개방된다.
일단 조약에 서명하면 해당 국가는 조약의 목표 및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일체 자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조약 서명 이후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는 암시 문구가 조약에 없으면 서명만으로도
해당 국가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확정한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법은 4개 제네바협약, 1977

하지만 조약 구속 동의 서명을 한 후에 종종 추가 절차 이행

년 제1추가의정서, 특정 무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 조약과 관습

요구를 받는다. 이것을 ‘비준’이라고 한다. 비준을 요구하는

국제인도법규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것은 국가가 서명을 통해 해당 조약 비준에 필요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는 약속만을 했다는 의미이다. 서명한 조약이 해당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존재한다.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전에 입법이나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비준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조직화된 무장집단과 맞서 싸울 때.

추가 조치는 종종 필요한 항목이다.

•무장집단들이 서로 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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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 국가들이 승인한 국제인도법조약을 넘어서서

1864 :

구속력을 발휘하는 국제인도법규칙으로는 어떤 것이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있는가?
관습 국제법은 기존에 동의한 조약들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1868 :

성(聖) 페테르부르크 선언

ِݸ

(전시 중 특정 발사체 사용을 금지)

구속력을 지니는 인정된 법원(法源)이다. 조약법과 달리
국제인도법 관습 규칙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동의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관습 규칙은 각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1899 :

헤이그 협약
(육전의 법, 관습과 1864년 제네바협약 원칙을

것이다. 본 문서에서 ‘관행’이란 공식적인 국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해전에 적용한 응용 조항을 다룸)

ِݸ

널리 통용되고 대표적이며 사실상 단일한 관행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가의 공식 문서, 군사작전 수행경위서,
군사 교본, 국내법 및 판례법 같은 다양한 공식 문서가 포함된다.

1906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정책 결과 등으로 수반되는 관례와 관습법을 구분 짓는 차이는

개선에 관한 협약(1864년 제네바협약을 심사하고

관행이 ‘법처럼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발전시킨 협약)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1907 :

1899 헤이그협약 심사 및 신 협약 채택

1925 :

전시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 및

ِݸ

따라서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은 공식적으로 국제인도법 조약에
더 나아가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 대부분이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습 국제인도법

세균학적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규칙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제하는 조약 규칙이 그 범위와

ِݸ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미처 다룰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줄
1929 :

수 있다.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1906년 제네바협약을
심사해 발전시킨 협약)

15.국제인도법의 주요 조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929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1949 :

4개 제네바협약

ِݸ

현대 국제인도법은 무기 개발과 새로운 분쟁 유형의 발달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은
채택 연대순으로 정리된 주요 국제인도법 조약 목록이다.

(1929년 제네바협약을 심사해 발전시킨 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개선
•포로의 대우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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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99 :

헤이그 협약 및 의정서
1972 :

세균(생물학적)무기 및 유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조약에 대한 제2의정서
2000 :

ِݸ

및 비축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1977 :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에 대한 2개 추가의정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

아동의 무력충돌 가담 시 권리 보호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2001 :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 1조 수정

2003 :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1980년 특정 재래식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을 발전시킨 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와 관련한

ِݸ

무기협약에 대한 제5의정서

제1 의정서
•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와 관련한
제2 의정서

2005 :

추가적인 고유 표장 채택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3 추가의정서

ِݸ

1980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
•탐지 불가능 파편에 관한 제1 의정서

인권법 문서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체제의 핵심이다.

•지뢰, 부비트랩, 기타 장치 사용 금지 또는

이 포괄적 법제도는 전 세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래는

ِݸ

제한에 관한 제2 의정서
•소이성 무기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ݸ

1995 :

노예협약

1930 :

노동 강제•강요 협약

협약

1948 :

세계인권선언

실명 레이저 무기에 관한 1980년 특정 재래식

1948 :

집단살해범 예방 및 처벌 협약

1950 :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951 :

난민 지위 협약

1954 :

무국적자 지위 협약

1966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무기협약에 대한 제 6의정서
1996 :

폭력사태에서 특히 중요한 인권법 장치의 목록 중 일부이다.
1926 :

제3 의정서
1993 :

16. 인권법의 주요 문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 사용에 관한 1980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개정

1997 :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대한 협약

1998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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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966 :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99 :

미국인권협약

1973 :

인종차별 억제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79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1981 :

아프리카 인권헌장

18. ‘피억류자’, ‘피구금인’, ‘전쟁포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제인도법은 이들을 각각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이 용어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ݸ

상투어로서 서로 대체해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상 각
단어의 법적 의미는 제각각 다르다.
‘피억류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이를 가리킬 때 간단하게 사용할

ِݸ

수 있다. 재판 전 피억류자, 유죄 확정 후 피억류자, 전시의
전쟁포로나 억류된 민간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억류의 이유나

1984 :

1987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협약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힘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만 나타내는
일반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
‘피구금인’은 민간인이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긴급

1989 :

아동권리보호협약

대항하는 반대 행위를 저질러 예외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1990 :

아프리카 아동권리보호 및 복지헌장

2000 :

아동의 무력충돌 가담 시 권리 보호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럽협약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혹은 해당인의 보호를 위해, 또는 점령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피구금인은 4개 제네바협약 조항과

강제실종 중단 국제협약

ِݸ

2006 :

추가의정서 관련 조항, 기타 적용 가능한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과
인권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전쟁포로’는 국제적 무력충돌 도중 적의 수중에 들어간 전투원을
가리킨다. 이 전투원들에게는 반드시 포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가능한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과 인권법 규정에 의거해 특별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민간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호를 해야 한다.

ِݸ

하고, 제3 제네바협약과 제1 추가의정서 관련 조항 및 기타 적용
17. 전투원 혹은 전사의 억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무력충돌 시 전투원 및 병사의 체포나 억류는 합법이지만 포로 및
체포된 병사의 권리 및 처우는 관련 국제인도법 조약, 관습 규칙,

19. 아동도 억류당할 수 있는가?

인권법 관련 규범에 의거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 경우 어떤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가?
아동도 억류될 수 있다. 하지만 무력충돌과 관련해 억류된 다른

전투원 혹은 병사 억류의 목적은 적군의 군사력 약화이다. 전투원

사람들처럼 아동도 국제인도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는다. 게다가

또는 병사 억류 및 체포는 분쟁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줄이고

아동은 연령에 따른 특별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 보호를

적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분쟁 동안 특정 전략 목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성취하기 위해 피억류자 석방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 억류된 아동은

의미한다.

포로에게 제공되는 국제인도법 조약 및 관습 규칙상 보호 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억류된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체포되거나 억류될

아동은 피억류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조약과 관습

수 있다.

규칙에 의거해 보호 받는다.

보안상 긴급한 이유가 있다면 민간인도 억류할 수 있다. 영토가

이에 더해,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자유를 박탈당한

점령된 경우 점령군에 대항하는 반대 행위를 저지르면 억류될 수

아동을 위해 국제 조약법 및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에 의거한 특별

있다. 적대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도 분쟁에 참여한 병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아동이 억류 기간 동안 함께

수를 줄인다는 목적 하에 억류될 수 있다.

억류된 부모와 한 장소에서 같이 머무르며 의무 교육과 충분한
식량을 제공받고 운동, 야외 활동 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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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포와 인질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경우 어떤 국제인도법 규칙이 적용되는가?
전투원 체포 및 억류는 국제인도법 하에 허용되며 민간인 체포 및

무기 종류(정확도, 분산 범위, 사용 탄약 종류 등), 기후 조건(
가시성, 풍향 등), 군사목표물의 구체적 유형(탄약 저장고, 연료
저장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거쳐 가거나 또는 근방에 위치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주요 도로 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억류는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대 행위에

ِݸ

적극 가담한 경우나, 긴급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피억류 당사자의

민간인 사상과 피해 예상치가 기대한 군사적 이득보다

신변 보호를 위해, 혹은 점령군에 대한 저항 행위를 저질렀을

비례적으로 초과할 경우 민간주민의 이익이 항상 우선시된다.

경우 등).

결국 국제인도법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가해지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의하라는 것이다.

ِݸ

인질은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억류한 뒤 제 3자가 해당 인질

또한 국제인도법은 공격 당사자가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는 부상

석방 조건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인질을 살해, 상해, 혹은 계속 억류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질은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22. ‘민간인’과 ‘전투원’ 구분 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간인이나 전투원이 억류됐을 때 어떤

ِݸ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불문하고 인질을

국제인도법 규칙을 적용하는가?

ِݸ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질로 잡혀있을 경우 인질은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전투원은 적대 행위에 직접적인 가담을

전투원과 민간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법적 보호, 특히 제3, 제4

할 권리가 있다. 그 결과 전투원은 합법적인 전쟁 행위로 인해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관련 조항,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과

기소 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인도법 위반, 특히 전쟁범죄로는

인권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소 당할 수 있다. 전투 도중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리고 난선을
당하면 국제인도법에 의거해 일부 전쟁 수단 및 방법으로부터

21. 비례의 원칙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보호를 받게 된다. 체포 당했을 때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포로
지위가 주어지고 제3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ݸ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은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전투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민간인이다. 민간인은

발생하는 일들과 인도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격과 적대 행위의 효과로부터 전면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 용어로 원칙을 만들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하지만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또 계속해서 가담하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이다.

한, 민간인으로서의 특별 보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민간인은 체포 당했을 때 제4제네바협약, 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공격’금지 조항이 바로 이 비례의 원칙에서

1추가의정서, 관습 국제인도법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보호

파생된 것이며, 제1추가의정서에서는 이 조항을 “부수적인 민간

받는다.

인명 살상, 부상, 민간물자 피해를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한 구체적, 직접적 군사적 이득과 견주어

‘전투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민간인’

볼 때 과도한 공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대한 구체적, 직접적

과 ‘전투원’ 간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장단체 조직원은

군사적 이득”이라는 문구에서, 기대한 이득은 반드시 적군 무력의

비국제적 무력충돌법에서 어떤 특별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고,

완패 또는 약화를 겨냥하는 군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득의

적대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국내 형사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규모는 상당해야 하며, 겨우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또는

그러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규칙인

장기적으로나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무시해야만 한다.

공통 제3조, 제2추가의정서의 특정 규정, 관습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은 모두 피억류자에게 처우와 억류 조건, 법 집행 과정과

비례의 원칙은 정당한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도 부수적인 피해를

관련한 각종 권리를 제공해 준다.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적용된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어긋난
공격을 금하는 규칙에서는 공격 개시 전에 발생 가능한 부수적
피해의 범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여러 요인들, 민간인과 민간물자의 위치(군사목표물과
같은 위치에 있는지, 혹은 근방에 있는지의 여부), 지세,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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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중요도는 제각각
다른가?

있다. 이 표장들은 보호 장비로 사용되는 다른 표식들과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비교적 크기가 작아야 하며, 완장이나 건물
지붕에는 그려 넣을 수 없다. 표시적 사용의 가장 흔한 사례는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인정한 상기 3개 표장의 중요도는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의 로고이며, 여기서 표장은 단체명이나

동일하며,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채택 상황만이 다를

이니셜과 함께 배치한다.

ِݸ

뿐이다.
표장을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무력충돌 상황에서

제안서는 각 국가들에게 전장의 구호 인력과 부상자, 병자 보호

발생한다. 4개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들에 의거해 군대 의료

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안서는 이 목표를

활동 및 종교 활동 인력, 부상 및 병환, 난선 병사 치료를 위해

실현하기 위해 군대 의료 인력과 자원 구호 인력에 법적 보호를

공식 승인한 민간 병원, 적십자 운동 관련 인력, 차량, 기타 시설에

부여해줄 식별표장의 도입을 건의했다.

부여된 보호기능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호표장으로

최초의 표장은 1864년 8월에 도입됐다. 흰색 바탕에 붉은

사용될 때는 그 크기를 가능한 크게 하고 다른 추가 정보 없이

십자가가 그려진 이 표장은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반전시킨

단독 배치한다.

ِݸ

1863년 앙리 뒤낭이 전쟁 피해자 지원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1876년부터 1878년까지 벌어진 러시아, 터키
표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적군이 사용하는 적십자도

ِݸ

간의 전쟁 동안 오트만 제국이 십자가 대신 붉은 초승달을

25. 식별표장이 ‘남용’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번째 보호 표장이 되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때로는 두 표장이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명확하게 판별 가능한 남용 형태로는 다음 세 경우가 있다. 첫째,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생겨났다. 이로 인해 군대

모양이나 색깔 둘 중에 한 가지가 비슷하거나 혹은 둘 다 유사한

의료 인력과 인도적 구호요원, 무력충돌 희생자에게 제공했던

모방본은 공식 보호 표장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로 가장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일부

흔한 남용 유형은 국제인도법 양식을 따르지 않은 채 고유 표장을

국가와 각국 적십자사는 적십자나 적신월 사용을 꺼리는 반면,

사용하는 것이다.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이나 기구(상업 회사,

또 다른 곳에서는 둘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 모든

제약회사, 개업의, 비정부 단체, 혹은 일반인 등)가 사용하는 경우,

국가와 각국 적십자사에서 받아들일 만한 추가 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적십자 . 적신월운동은 이 제안을

또 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2005년 12월 표장 채택이 실현되어 외교

전투원과 군사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유 표장을 사용하는

회의에서 적십자, 적신월과 함께 적수정을 식별 표장으로 공식

경우이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생길 경우 ‘배신행위(perfidy)’에

인정했다.

해당하며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현재 국제법에 따라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 모두 전면적인

4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공식 표장의 전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표장 사용을 규제하고 무력충돌

ِݸ

표장이 남용되면 보호성이 저해되고 인도주의 지원의 효과가

ِݸ

존중하겠다고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붉은 초승달(적신월)이 두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무력충돌 시 적군의 오해를 유도하고

상황 및 평시에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표장을 사용하는
24.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사용 목적은

행위를 근절하고 처벌할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무엇인가? 이 표장들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식별 표장의 사용법은 두 가지, 즉 표시적 사용과 보호적

26. 무력충돌 중에 식품이나 식수, 기타 다른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군전술로 허용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민간인이든 체포된 전투원이든 이들에게 필요한

사용으로 분류한다.

기본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국제인도법에서는
표시적 사용은 적십자 . 적신월 운동과 표장을 착용한 사람, 차량

민간인에 대해 구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사목표물만이

또는 물자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식별표장들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의

부상자와 병자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응급구조 차량과 응급 치료소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국제인도법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식량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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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

있으며 식품, 농작물, 가금류 생산 농업지역의 공격, 파괴, 제거

사람이든 물체이든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에 대한 무력사용은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또 식수 공급 시설, 관개 시설, 기타

합법으로 간주한다.

유사한 필수 시설의 공격, 파괴, 제거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상황에 따라, 만약 아동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면, 연령과

국제인도법 하에서 이러한 행위는 동기(민간인을 아사시키려는

상관없이 해당 아동은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목적이든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이든 혹은 기타 다른 의도가 있든)

보호를 상실하고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와 상관없이 금지시키고 있다.

상대편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례의 원칙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강제 기아 유발 행위는 전쟁범죄이다.
국제인도법에서는 체포된 전투원 및 전사에 대해서도 이들의

ِݸ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여 인간답게 처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 권리를 위반하는 고문, 부당한 대우, 학대는 금지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도적 원칙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체포된
전투원이나 전사로부터 기본 생필품을 박탈하는 것은 인도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29. 무기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통은 ‘불필요한 고통’이
아닌가?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여파를 예방,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체제이다. 국제인도법 하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전쟁 목표물은 적의 무력화이다. 따라서 적정 군사

ِݸ

이익에 비해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 사용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셈이다. 즉, 국제인도법에서는 무기 사용을

27. 성인은 전 세계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정의된다. 한
국가에서 성인으로 간주되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도법 규칙에서 이는 어떤 의미가

ِݸ

있는가?

금지하지는 않지만 무기 사용으로 인한 고통이 가능한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따라서 전투원에게 적군의
‘전투력 상실’에 요구되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나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만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법체제이다.

그 무기의 사용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고통이 야기되므로

여기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에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

ِݸ

(관련법에 의거해 이보다 조기에 성년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만 인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년 지위 취득 연령은 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국가의 재량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 재량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성년 연령을 수정할
때는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협약의 목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정한 성년 연령은 ‘
불합리하게 낮아’서는 안 된다. 아동의 이익은 성년 연령이 높게
정해질수록 더 잘 보호된다.
국제인도법 규칙 중 무력충돌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 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최근 각 국가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아동이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 무력충돌 중 발생하는 환경훼손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위반하는
것인가?
최근 수십 년 동안 무수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여러 형태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육지, 해상, 대기의
장기간에 걸친 화학적 오염, 지뢰 및 기타 전쟁 잔류물에 의한
토양 파괴, 식수 공급원 및 기타 필수 시설의 파괴가 일어난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전쟁 행위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유일하게
허용된 전쟁 행위는 군사 작전의 합법적 목표에 비례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에 한정된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파괴는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 같은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28. 적군의 1개 부대를 모두 살상할 수 있는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는 14세 아동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예상되거나 혹은 의도하는 전투 수단 및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인도법은 이 아동에 대한 무력 저지를 금지하는가?
국제인도법은 전쟁에서의 무력 사용 방식을 규제하고 행동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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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기 제조자는 단순히 무기 제조만으로도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무기 판매상의 경우는
어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강한 적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쪽이 무력이 약한 경우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제인도법에서 오랫동안 금지해온
민간인 직접 공격, 인간방패 사용, 인질 생포, 보호 표장 남용
같은 전술을 도입하고, 민간인에 대한 구분의 원칙을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는 데 의존할 수도 있다. 한편 이 같은 구조적인 구분 원칙

참여하지 않는 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

오용에 직면한 군사적 우위자는 결국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전쟁수단 및 방법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적대행위

무차별적 공격, 불법 심문 관행, 불법 무기 사용 같은 전술에

실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정 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즉

의존할 수도 있다.

ِݸ

국제인도법의 목표는 전쟁으로 초래되는 피해와 고통을

무기들의 사용으로 사람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이나 자연 환경에

이런 사태에 처한 충돌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 적용을 자신들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과 상반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용, 생산, 판매가 모두 금지된 무기의

법의 무시라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적대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인지뢰, 화학, 생물 무기들이 있다.

행위가 비대칭적일 수 밖에 없지만 국제인도법이 모든 무력충돌

ِݸ

제조나 판매와 같은 행위는 이 무기들의 무차별적 효과 또는 이

하지만 국제인도법에서 금지시키지 않은 무기들은 여전히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들은 비대칭 전투가 유발할

많으며, 특히 소형무기들의 사용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는

수 있는 악순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ݸ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구속력이 가해지도록 강조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 무기들을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고통도

33. 국제인도법은 ‘테러와의 전쟁’도 다루는가?
‘테러리즘’은 현상이다. 현실에서 그리고 법 아래에서 현상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으며, 전쟁은 확인 가능한 상대에

무기들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사용(예를 들어 법 집행용이나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무력충돌의 중심 개념이다. 국제적

국가 방어용)되고 있으므로 그 제조가 전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무력충돌 당사자는 2개국 이상(또는 국가와 국가해방운동

하지만 이 무기들의 이동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어서 세계 여러

세력)이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당사자는 국가와 무장집단 혹은

지역에 실제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불안을 지속시키고 있다.

무장집단들로만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무력충돌

2001년 유엔은 ‘소형무기의 불법 거래 예방, 소탕, 근절을 위한

당사자는 일정 수준의 조직, 명령 체계를 갖추며, 따라서

사업’을 채택하고 각 정부에게 국가 차원에서 소형무기 통제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할 능력이 있는 군대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형태의 조직을 갖춘다.

각 국가들은 이 사업의 채택을 통해 무기 제조 및 이전에

국제인도법은 무장 폭력이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상관없이

대한 적절한 국가적 통제 방안을 수립했으며 무기중개 행위를

그 폭력의 수준이 무력충돌(적대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가 무력

규제하고 효과적인 국내 무기비축 및 안전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용으로 이어질 때)에 이를 때 적용하는 국제 법체제이다.

입법 초안을 마련했다.

무장 폭력의 수준이 무력충돌에 육박하고, 개입한 당사자가 확인

ِݸ

높이고 부상 기간을 장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ݸ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부상 위험을

가능하면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 국제인도법에서는 무력충돌 시
32. ‘비대칭전’이 무력충돌 당사자들의 책임과 이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성격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용될 수도 있는 특정 테러 전술(예를 들어 민간인 공격, 전투
도중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배신행위’)과 ‘테러 수단’, ‘테러 행위’
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제4제네바협약에서는 “집단 처벌과
유사한 모든 침해 또는 테러 수단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비대칭전’은 충돌당사자들 사이에 무력상 중대한 불균등함, 즉

있으며, 한편 제2추가의정서는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상대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기 제조 기술력이나 그 무기를

더 이상 가담하지는 않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하는 능력에도 불균등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있다. 또한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는 민간주민들 사이에

용어이다. 현대 무력충돌에서 교전집단 간의 이 같은 무력 차이는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행위(도시 지역에 포격 활동을 하거나 저격

더욱 흔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국가의 군사 능력이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것 등)를 금지하고 있다.

발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장집단의 무력충돌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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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의 의미를 벗어난 테러리스트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력충돌 모두에 민간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군사

국제인도법이 아닌 다른 국제, 국가 법 규범에 의거해 규제된다.

작전이 명백히 전쟁터로 판단되는 곳으로부터 민간인 집중 거주

이 같은 행위는, 보안정보 수집, 경찰 및 사법 협조, 범인 강제 인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들과 관련이

형사적 제재, 금융 조사, 자산 동결, 테러 용의자 지원 혐의국가에

없는 민간인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외교적, 경제적 압력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국내

ِݸ

혹은 국제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다루어야 한다.

민간인이 군사 공격을 면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행동과 행위의
범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적대 행위 직접 가담’의 의미를 명확히

34. 전쟁 시 한쪽이 국제인도법을 어겼다고 상대편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ݸ

다른 국제 규범과 달리 국제인도법은 국익 보호가 아닌 전쟁이
유발한 대대적인 파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인도법 규칙은 본질적으로
명령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충돌당사자는 상대편의 법 준수

ِݸ

노력과 관계 없이 반드시 이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 의무는
4개 제네바협약 공통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통 제1조는 4
개 제네바협약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쪽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것을
상대편 역시 동일하게 어겨도 된다는 정당화 구실로 내세울 수

ِݸ

없다.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구의 법적 의미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대 행위 직접 가담’에 해당하는 행동 유형의 정확하고
완전한 목록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민간인이 행한 특정 행동을
적대 행위 직접 가담 행동으로 판정하려면 다음 요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그 행위로 피해(적군의 군사 작전이나 군사 능력에 반하는
영향을 끼치거나 사람 또는 물자에 살상, 파괴를 야기해야 함)
가 발생해야 한다.
•그 행위와 그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에 반드시 상대방에 해를 끼침으로써 무력 충돌
당사자를 도우려는 특정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35. 민간인 및 민간 물자를 공격해도 되는 상황이
있는가?

37. 전투를 중지한 전투원을 정당한 군사목표물로 간주할

ِݸ

민간인(전투원이 아닌 자)은 국제인도법에 의거해 군사작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하지만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간인은 그 행위를 지속하는 한 공격에 대한 보호를
상실하게 된다. 국제법에서는 민간인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기소될 수도
있다. 또한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은 무조건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민간 물자는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목표물을 지칭하며, 형태,
위치, 목적 또는 사용 용도로 볼 때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고, 총체적 혹은 부분적 파괴, 포획, 무효화로
명백한 군사적 이득을 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국제인도법에서는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 하지만 민간 물자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공격에 대한 보호를 상실하고 군사목표물로
간주될 수 있다. 물체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보통 민간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반드시 민간용으로 간주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수 있는가?
전투원들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군사목표물로 간주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국제인도법에 의거해 직접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투원이 전투력을 상실할 때(예를
들어 항복하거나 부상자, 병자, 난선자, 피억류자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한, 합법적인 군사목표물로 간주하는 것을
중단하고 직접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은 전투원들은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을지라도
합법적인 군사목표물로 남는다. 즉, 전투원이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으면 직접 공격 대상으로 남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전투원들이 더 고려해볼 여지도 없이 항상 살해 대상이 되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전투원을 상대로 한 공격도 민간인에 대한
구분 원칙, 사전 예방 원칙, 비례의 원칙, 전투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국제인도법이 부과한 기타 제한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1868년 성(聖) 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명시됐듯이
적대 행위 수행에서 합법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는

36. ‘적대 행위 직접 가담’에 해당되는 행동에는 어떤

적군의 군사력 ‘약화’이지 ‘불가피한 병사의 죽음’은 아니다.

것이 있는가?

이와 비슷하게, 여러 근대 군사 교본의 기초가 되고 있는 1863

적대 행위의 ‘직접’ 혹은 ‘적극적’ 가담 개념은 무수한 국제인도법

년 리버법전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이루는 군사행동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4개 제네바협약이나 추가의정서 어느

필요성 대원칙이 전반적으로 오직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것에서도 가담의 형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국제적, 비국제적

필수불가결하고 근대 전쟁의 법과 관계에 따라 합법인 수단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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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전투원이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아도 이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력의 종류와 정도는 합법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40. 병사가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휘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가? 이 지휘관은 병사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가?

전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위험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면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도주의에 기반하여 이들을 살상하기보다는 포로로 체포할 것을

수단을 동원해 그 범죄 행위의 발생을 예방 또는 억제하고 그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명백히 불필요한 개인 전투원의

문제를 조사 및 기소 대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 조치를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군의 군사력 약화라는 합법적인

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휘관은 병사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물론 병사 자신도 책임을 지게 된다).

38. 민간 군사 기업이나 사설 경호업체는 어떻게

41. 전후 처리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은 어떤 도움이

분류하는가? ‘민간인’인가, 아니면 ‘전투원’인가?

되는가?

무장 병력 중 일부를 형성한다면 이들은 ‘전투원’으로 분류되고

평화, 화해를 증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따라서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이 된다. 하지만 국가가 군사력 및

가리킨다. 이 메커니즘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혹은

관련 비용을 삭감하면서 기존 무장 병력이 수행하던 활동을

독재에서 민주 통치로 이전되는 전환기 동안에 사용된다.

외부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민간군사기업,

과거사 청산의 메커니즘은 사법적일 수도 있고 비사법적일 수도

사설경호업체 직원들이 한 국가의 무장 병력 중 일부를 형성하지

있다. 전쟁 범죄, 인권 위반 조사 및 처벌과 피해 재건, 가해자와

않으므로 이들은 ‘민간인’으로 분류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격

피해자 간 화해 도모처럼 무수히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민간인들처럼 이들의 행위가

과거사 청산 메커니즘의 목표는 사회 재건에 기여하고 미래의

적대 행위 가담에 상응하고 그 행위가 지속되면 이들의 공격을

잔학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과거사 청산

면할 권리는 상실된다.

메커니즘은 국내형사재판소, 혼합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

ِݸ

‘과거사 청산’은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에 대응하는 한편 정의,

ِݸ

민간군사기업(PMC) 혹은 사설 경호업체(PSC) 직원이 한 국가의

ِݸ

병사가 전쟁범죄를 범하거나 혹은 범하려고 할 때 사령관이 알고

ِݸ

데 합당하게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투원이

ِݸ

진실화해위원회이며, 상환, 금전배상, 사회 복귀, 변상과 같은
민간군사기업 혹은 사설경호업체 직원은 무력충돌 사태에서

여러 배상 행위도 포함된다.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혹은 사설 기업에 의해 고용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42. 사면과 용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면은 국가가, 국내 또는 국제법에 의거해, 보통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른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형사 기소를

39.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명령을 받은 병사는

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다. 사면은 ‘사면’(유죄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명령에 따른 군사 행동을

확정 효력을 제거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는가?

면제해줌) 이상의 행위이며 문제가 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병사는 국제인도법 기본 규칙을 숙지해 합법적인 명령과 명백히

대한 모든 법적 대가를 면제해준다.

불법적인 명령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령 복종은

반대로 용서는 법적 메커니즘이 아닌 사회적 혹은 도덕적

전쟁범죄나, 전쟁범죄는 아니더라도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관점에서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태도나 과정이다.

행위에 대한 구실이 되지 못한다. 명백히 불법인 명령을 받을
경우 병사는 반드시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그 명령에 복종하면
해당 병사는 그에 따른 국제인도법 위반에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EHL

국제인도법 핸드북

17

H

2"
43. 모든 범죄에 사면을 부여할 수 있는가?

45. 일개 법정이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그렇지 않다. 국가가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의거해 특정 범죄를

행사하면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저지른 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사면이

주장이 있다. 이것은 국가 주권이라는 황금률을 어기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은 사면의 범위에서 특정 범죄를

행위인가?

ِݸ
ِݸ
ِݸ

제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특정 국제범죄가 전체 사회에 심각하고 중대한

우선 국가들은 모든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억제시킬 의무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그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있다. 또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하거나 송환할 의무가

세울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해왔다.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있다. 조약법에 의해 요구되는 4개 제네바협약을 심각하게

권리가 부여된 최초의 범죄는 17세기의 해적 행위였다. 국가들은

불이행하거나 기타 관습법에 기초한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국제관습법에 결정 근거를 두고 그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위반을 저지른 자가 이 분류에 속한다.

이 범죄 형태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동의했다. 현재 보편적

또 국가들은 관련 조약들에 명시된 혐오스러운 특정 인권법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한 국제범죄로는 4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 예를 들어 고문, 집단살해, 강제 노동, 인종차별, 인질

불이행, 고문(1984년 유엔고문금지협약에서 요구함), 강제 실종

납치 같은 짓을 자행한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하거나 송환할

(2006년 유엔강제실종금지협약에 명시됨),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로마

죄(국제관습법에 의거함)가 있다.

규정은 모든 국가들에게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를

ِݸ

포함하는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형사관할권을

이 범죄들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본적 이유는

행사하라고 환기시키고 있다.

가해자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들은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하에서 준수 서약을

(영토적, 개인적 사법권이 있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문제가

어기지 않고는 이 같은 범죄를 자행한 자에게 사면을 부여할 수

되는 자를 기소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없다. 그러나 특정 경우, 민간인의 적대 행위 직접 가담과 반역,

타국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가 자행된 장소를

난동 교사, 혹은 폭동을 포함하는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영토로 갖고 있는, 혹은 범죄 희생자의 국적국이 되는 주권국가의

부여할 수도 있다.

내정에 타국이 간섭하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ݸ

국제범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국제 사회는 모든 국가가 주권
44. 특정 상황에서 일부 진상이 은폐되었던 것이
드러나면 사면을 철회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 특정 상황에서 사면은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을
쉽게 부여할 수 없듯, 쉽게 철회될 수도 없다. 사면 철회 결정 시
철회로 인해 사회나 계속 진행 중인 사법 또는 비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왔다. 기소
국가가 하게 될지도 모를 간섭 행위는 모든 국가를 대신하여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처럼 타국의 간섭을
허용하면서 또 다른 방지책을 얻게 되었고, 한편 흉악 범죄들에
대항하는 예방적 수단도 되고 있다.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6. 소급효금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급효금지 원칙은 국제형사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이 원칙은
범죄 행위 당시 이미 형사범죄화 되어 있지 아니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개인도 국제 조약이나
관습법 아래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뉘렌베르크 재판소에서 피고측이 소급효금지
원칙을 제기했을 때 법정은 국제 관습법에 의거해 범죄에
해당됨을 주장했다. 문제의 행위가 국내법이나 국제조약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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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제형사재판소와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49.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별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 확정할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 발생 지역과 상관 없이 중범죄들을

권한이 부여된 법정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규를

다루기 위해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다루는 곳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기본 사법 기관이지만

ِݸ

본 쟁점은 최근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인해 제기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과 무관하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임시 관할권은 1994년 르완다
영토와 인접 국가에서 르완다인들이 자행한 특정 범죄를
이행된 시점, 즉 2002년 7월부터 당 기구의 관할권 하에서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기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권이 겹치지 않는다. 본래 르완다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되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간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구 유고슬라비아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는

기소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국가원수는 임기 중 수행한 행위와 관련해 어떤 법적 처벌도
면책된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규칙이다.
하지만 국제범죄(예를 들어 전쟁범죄, 인종학살, 반인도적 범죄)
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절대적인 예외가 있으며, 이런 범죄가

ِݸ

관할권 하에 기소된 사건들은 해당 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

50. 재임 기간 중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 원수는 형사

ِݸ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설립 조약이

공무 중에 자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원수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형사적 책임은 영속적이며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는 재임 기간 동안 혹은 후에 발생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 지속된다.

ِݸ

무한정 지속되는 기소권을 위임 받아 1991년부터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자행된 특정 범죄의 혐의자를 모두 기소할 권리가 있다.

51. 전범 용의자 기소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이론적으로 구 유고슬라비아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있는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저해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여기에는

관할권과 겹친다.

국가 내에서 직접 기소 또는 기소를 촉진할 정치적 의지의 결여,

ِݸ

로마 규정이 시행된 2002년 7월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의 인사들에게 사면을 부여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토적 관할권 때문에 구 유고슬라비아 특별

국내법, 국내 공소시효(이 확정된 기한 이후 특정 위법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는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저지른 국제범죄에

저지른 사람들은 기소를 면하게 됨), 국제 차원에서 부적절한

책임이 있는 사람만 기소할 권리가 있게 된다. 하지만 두 특별

법의 집행, 증거 및 증언 확보에 따른 법적 절차의 장기화, 법적

국제형사재판소의 임무가 곧 종결되므로, 국제범죄가 2002년 7

절차에 따른 비용, 범죄의 경중이 포함된다.

월 이후 자행되었으나 국가가 처리하지 않은 국제범죄들에 대한

이러한 방해 요소들 때문에 어떤 형사소송은 더 오랜 시간이

기소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리하게 된다.

걸리는 듯하기도 하고 외견상 다른 사례보다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그 형사소송이 무용하다는

48. 국제형사재판소는 성폭력 행위에도 관할권을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적

갖는가? 테러 행위에는 어떤가?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전쟁범죄 혐의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이 분류에 속한다면

기여한다. 또한 사회가 전후 처리를 하고 미래에 학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폭력과 테러 행위를 저지른 자도 기소할 수 있다(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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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부 관료가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 혐의로

54.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사태에 휘말려 실종자가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당사자인 국가가 설치한

발생할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진상규명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사태 도중 사람이 실종되는 데는 여러

ِݸ
ِݸ

진상규명위원회는 보통 정권 이양 후 세워진다. 위원회는 이전

가지 이유가 있다. 극심한 무질서로 인해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정권의 위정자들이 자행한 위법 행위를 겨냥하지만 다음 정권

어려울 수 있고, 길을 잃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해서, 부상을

위정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위범 행위는 겨냥하지

입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또는 구금되면서 실종이 되기도 한다.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실종된 사람 중 일부는 사실 강제 실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설립하면서 느끼게 될 부담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평화

물론 최악의 가능성은 사망이다. 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실종자의

보장 및 국가적 화해 도출을 통해 스스로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위치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유해가 발견될 경우 신분 확인 작업이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의 임무수행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실종자의 법적 사망을

53.국제적십자위원회의 방문이 허용되는 피억류자는

선언하는 국내법이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과정은
실종자의 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도

어떤 사람인가?

ِݸ

체포를 집행한 측에서는 무력충돌과 관련되어 전쟁포로가 되거나
억류된 자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이 전쟁포로나 피억류자들에게는
인도적 대우를 보장 받고, 적절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고, 가족과
소식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해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ݸ

독립적인 기구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중요하다. 유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서 실종자의 최종
유언장에 효력이 발생하고 남은 자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바뀌면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고, 국가보조금 대상자 지위를 획득하게 될 수도
있다).

군사, 민간 포로들을 방문해 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55.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있다.

스위스 민간 기구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어느 국가의 정치적

ِ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3, 제4 제네바협약과 공통 제3조에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는

의거해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되어 체포당한 전쟁포로 및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스위스 국민들로 구성된다.

민간인 피억류자들을 방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비국제적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국 정부, 유럽연합, 국제 기구, 초국가적

무력충돌(소위 ‘보안’ 혹은 ‘정치적’ 피억류자)과 관련되어 구금된

기관들,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그 외 공공, 민간 분야의

사람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이에 덧붙여

후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모두 자발적인 후원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정관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 국내 폭력사태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비공개 후원자들의 지원도 받고 있지만

관련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어느 누구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있다. 그 동안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다.

어느 후원자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한을 바꿀 힘을 가지고

형사법 위반자도 법적 변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국내

있지 못하다. 특정 명분(피난민 어린이, 전쟁으로 고통 받는

폭력사태와 관련되어 체포된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혹은

여성 등)을 위해 모금을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부가

이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초를 겪고 있을 경우 직접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방문도 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매년 방문하는 무력충돌,

못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도움이 시급한 사람들의 필요에

혹은 기타 폭력사태 관련 피억류자는 70개국 이상 대략 2천여

대응하는 데 사용될 후원금이 모이기를 무작정 기다리지는

곳의 억류장소에서 약 44만 명이나 된다.

않지만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후원금을 내줄 수 있는 후원자들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
자금 사용의 완전무결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십자
위원회는 운영, 통계, 재정 정보를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EHL

국제인도법 핸드북

20

H

2"
56. 중립과 공평, 이 기본 원칙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58. 인도적 활동을 ‘도구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있는가?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경주해야 한다.

간의 관계는 명쾌하고 자명하다. 누구의 편도 들지않으며

‘도구화’라는 말은 인도적 활동을 정치적 혹은 군사적 목표를

분쟁이나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따라서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추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모든 관심을 고통 받는

정치, 군사 행위자의 역할과 목표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고,

개인에게 쏟을 수 있으며 어떤 차별도 없이 충분히 고통을 덜어줄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적 활동 종사자의 역할과 목표의 경계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흐려지게 되어, 적십자같은 단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ݸ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 활동이 ‘도구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에서 긴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원칙

ِݸ

‘중립’과 ‘공평’은 7대 기본원칙 중 두 가지이며 각기 다른 이유로

될 수도 있다. 인도적 단체에 대한 대중 인식에 악영향을 끼쳐
57. 국제적십자위원회 직원에게는 자기 방어용 무기
소지가 허용되는가?

위해서, 또 원칙적으로 자기 보호용으로 혹은 임무 수행용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직원에게
최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을 사용해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표장의 보호 가치는 더 이상 존중 받지

인도주의’의 포장을 입히는 행위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적십자의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인도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듯 경계를 흐리는 행위로 인해 적십자
직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한다.
인도적 활동을 ‘도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인도적 보호와

ِݸ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국제적십자위원회 직원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정치적 활동에 ‘

ِݸ

국제적십자위원회 직원은 어느 편에 속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예전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고 단체의 직원들을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저해한다.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무장 보호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이런
사태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공평, 중립,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보존이다. 이 원칙들이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ݸ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무장 보호에 의존하면서 발생하게 될 장기적인 역효과와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내부 원칙과 지침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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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어떤 국가에는 있지만 다른

60.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국가에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국가에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국제적십자

ِݸ
ِݸ

한 국가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재 여부는 운영적, 제도적

위원회가 처한 상황, 문제,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적십자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약 80개국에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위원회의 활동은 여러 형태의 행동을 조합한 운영 전략의 통제를

대표단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수만 1

받는다.

만2천명이

대부분

설득 : 충돌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과 여타 무력충돌 및 폭력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국적자들이다.

사태의 피해자 보호 기본 원칙의 존중 의식을 향상시키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본부에서는 약 8

피해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단의 채택을 납득시키겠다는 목표

백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 대표단에게 필수적인

아래 양자 비공개 대화를 갖는다.

넘는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직원들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을 감독한다. 또 제도적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현장 대표단은 한 국가를 담당할 수도 있고, 지역 대표단의
경우 여러 국가들을 담당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주재권과

ِݸ

활동 허가를 얻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각국과
협상하고 본부협정을 맺는다. 이 협정은 해당 국가에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이 국가 차원의 허용과 승인에 달려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모두

동원 : 제3국가 정부들, 국제 혹은 지역 단체, 충돌당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위치의 인사들과 함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걱정을 공유한다. 이 행동 형태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접촉한 제
3자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장이 대외비이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ݸ

수행하려면 현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쳐야만 한다. 또 이

지원 : 정부 당국에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기능을 더 잘 수행

협정을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권리, 면책, 인력의 안전에

하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 틀을 만들게 된다.

직접 서비스/대리 : 종종 정부 당국이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은 특정 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없거나, 혹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 이들을 대신해서 도움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ݸ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혹은 과거에 발생한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민간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이산가족, 부상자와 병자).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 공조하고 인도적 단체와
합력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인도법 적용의 증진을
도모.

공개적 비난(예외적 상황에서 엄격한 조건 아래 의지해야 할 수단) :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사태에서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 재발되는 경우, 이 같은 위반 행위의 종결이나
장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공개적인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개
비난은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사람들 혹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 방법에
의지할 때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해당 당국을 설득하는 데 모든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은 중요한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폭력사태나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합당한 수단을 소진했을 때, 이 수단들이 바라던 결과를 낳지
못했을 때, 충돌당사자가 고의성이 다분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음이 확실할 때만이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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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모태로써 국제적 무력
충돌 및 내전 등의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희생자를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의 칙령(제47호)으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 . 반포함으로써 탄생하였다.

보호하고 지원하는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하에서도 독립군과 재외 거주동포를 위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무력충돌 희생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재해구호, 보건, 청소년적십자,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이 신속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십자봉사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수해, 화재, 전재민, 취약계층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인도법 준수와 보급을 지원하며

구호, 응급구호요원 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48년 8월 15

국제법 및 기타 인도적 원칙에 의거해 국제적 무력충돌이나

일 출범한 대한민국정부는 1949년 4월30일 법률 제25호로 ‘

국내적 무력충돌의 발생시 충돌에 직접 관여하는 군과 민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공포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부처에게 그들이 이행해야 할 책임을 알려주고 인식시켜

대한적십자사는 이웃과 인류의 고통경감을 위해 적십자의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원칙과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적 무력충돌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활발히 펼치고 있다.

ِݸ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

ِ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www.icrc.org)

로 활동 할 수 있으며,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인도적 문제의

ِ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 / www.ifrc.org )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ݸ

취약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인 각 국가의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가 실시하는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며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19년에 창설된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ݸ

처한 피해자와 난민에 대한 구호활동, 긴급 재난의 지원을 위한
적십자운동의 국제적 지원활동을 감독하고 조율한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각국 적십자사들이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며 보건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국제사회에서 각국 적십자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국 적십자사
각국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는 세계 186개국에서 자국 내에서의
적십자운동의 활동과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각국의 적십자사는 인도적 분야에서 정부의 보조자적 역할을
하며 재난구호나 보건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무력충돌 시, 적십자사는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은 민간인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군 의료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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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집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ݸ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일부 용어들은 ‘

1993년 유엔이 설립한 재판소로,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인도법탐구 프로그램’, ‘국제인도법’에서의 특수한 사용에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주의에 반한 죄로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활동’ 및 ‘인도주의적 활동’

고발된 자들을 기소한다. ICTY는 국가 재판소에 대해 우선

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관할권을 가진다.

본 용어집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국내 긴장상태

있다.

‘국내 폭력상황’ 참조
공공비상사태

ِݸ

한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체 국민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구성요소인 지역사회의 조직적 생존이 위협받는 예외적인

국내 무력충돌
‘비국제적 무력충돌’ 참조

위기 및 비상사태를 뜻한다.
국내 실향민
공통 제3조

1998년 ‘국내실향민에 대한 유엔표본원칙’에서는 국내실향민을

ِݸ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 참조

‘전쟁, 일반적 폭력 상황, 박해, 인권 유린,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해 본인의 집이나 본거주지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하며,

공평 (비법률 용어)
ICRC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적, 인종, 성별, 종교적 믿음, 사회계급,

(난민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ݸ

정치적 의견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ICRC의 활동은 오로지 개인의 필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특히 가장 긴급한 상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내 폭력상황
개인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반대, 불만,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동 및 일회적이고

과거사 청산 (비법률 용어)

산발적인 폭력 행위와 같이 국내 질서가 심각히 파괴되는

ِݸ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에 대응하여 정의, 평화, 화해를

상황(국내 소요)을 의미한다. 또한 이 용어는 또한 폭력행위가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

없더라도 정부가 국내 소요사태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반대자들의 대량검거 및 특정 인권의 존중을 유보하는

관습 (비법률 용어)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성립되어 통용되는 관행을

국내 긴장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국내 폭력상황은 무력충돌로
간주되지 않는다.

뜻한다.
국내 소요
관습국제인도법

국내 폭력상황’ 참조

법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관행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가
발표한 공식성명서 및 군사작전 공식 설명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관행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관습국제인도법은 군사 교본, 국가

유엔 회원국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관할권을 지닌 유엔의

제정법, 판례법 등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요 사법기관

구별성

국제인도법 (IHL)

‘구별의 원칙’ 참조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투방법 및 수단을 제한하여

구별의 원칙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채택된 협약

분쟁 중인 당사자가 공격을 계획, 실행할 때 민간인과 전투원,

및 관습법으로 구성된 국제법 체제이다. (‘전쟁법’, ‘무력충돌법’, ‘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항상 구별해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의

전쟁법(jus in bello)’로도 알려져 있다.)

원칙

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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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이를 보완한다. ICC의 권한은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심한
파급결과를 야기하는 조약법 및 관습국제인도법의 위반을

군민병
침략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은

민간인

ِݸ

뜻하며,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군사 목표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그 특성, 위치, 목표, 활용성이 군사적 행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일부 또는 전체가 파괴된다면 결정적인 군사적 이익을

난선자인 전투원, 전쟁포로, 외국에 신병이 넘겨진 민간인 등)

제공하는 물자

ِݸ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특정 부류의 사람(부상자, 병자,
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제네바 4개 협약 및 제1추가의정서의
명백한 위반을 뜻한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은 전쟁범죄로

군사적 필요
교전자가 군사적으로 적군을 물리칠 정도의 무력만 사용토록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의도적 상해 유발, 신체 및 건강에 심각한

하고 기대되는 구체적,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견주어 볼 때

부상 유발, 불법적 추방 및 이동, 인질 억류 등의 행위를 중대한

과도한 정도로 민간인 및 민간물자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의 원칙이다.

ِݸ

간주된다. 제네바 4개 협약 및 제1추가의정서에서는 의도적 살인,

군인 (비법률 용어)

국제적 무력충돌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에서는 의미를 단순화 하기 위해 이 용어는

2개 국가 사이에서 군 병력이 사용될 때 국제적 무력충돌이

‘전투원’ 및 ‘전사’와 동일한 의미로, 충돌당사자의 명령 하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점령 상태, 민족해방전쟁 또한 국제적

있는 무장세력 및 무장단체의 구성원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

무력충돌에 해당된다.

국제인도법은 일반적으로 군대의 구성원을 뜻하는 ‘군인’이라는

ِݸ

관련국 중 전쟁 중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더라도, 적어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치적 소속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ݸ

국제적십자운동 (비법률 용어)
국제적 인도주의 운동으로 성별, 국적, 인종, 종교, 계층적 및

규칙 (비법률 용어)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적 표본

보호하고 고통을 방지 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 및 1967년의 의정서에서는
근거가 충분한 박해(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의 두려움으로 인해 혹은 전쟁이나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전쟁 및 기타 폭력

일반적 폭력 상황의 결과로, 소속된 국가 및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사태에 처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한다.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한다. ICRC는 무력충돌
시 국제적십자운동의 국제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대외비 (비법률 용어)

국제인도법 및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을 장려하고 강화함으로써

ICRC의 실질적 표준 절차로, 국가 및 비정부 단체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적용된다. ICRC는 무력충돌 또는 다른 폭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권 및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국제형사재판소 (ICC)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자 대외비 대화에 관여한다. 비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된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대표들이 폭력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실패했을 경우, ICRC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으로 고발된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자들을 기소한다. ICC는 국가 재판소에 대해 우선 관할권을

있다.

갖지는 않지만 국가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 내에서 위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조사 및 기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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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병력에 대한 반란세력으로 이루어진 단체도 무장단체로

대인지뢰
사람이 밟거나 가까이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면 폭발되도록 고안된

간주된다.

지뢰로 한 사람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다.(사람이 아닌 차량이 지나가거나 가까이에 접근하거나

무차별 공격

ِݸ

접촉하면 폭발되도록 고안되었으며 조작이 불가능한 장치로

(활용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으로 인해) 특정 군사목표물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뢰는 대인지뢰로 보지 않는다.)

하지 않고 그 결과가 국제인도법이 명시하는 바대로 제한되지
않는 공격행위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민간물자에 구별의

독립 (비법률 용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ICRC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용어는 ICRC가 기본 원칙에 따라

ِݸ

인도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무차별적 무기

있는 기부자, 국제단체, 정부 또는 무장단체 등 외부의 압력에

다음의 이유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이유로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구별할 수 없는 무기를 뜻한다.
• 특정 군사목표물을 겨냥할 수 없다.
• 파괴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로마규정

ِݸ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된 협약.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형사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민간물자
군사목표물이 아닌 대상을 의미한다. 민간물자가 군 행동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보호권을 상실하고 합법적

ِݸ

1995년 유엔이 설립한 재판소로, 1994년 이후 르완다 영토에서

군사목표물이 된다. (민간물자가 실제로 군 행동을 지원하기

혹은 인접 국가에서 르완다 인들이 자행한 전쟁범죄, 집단살해,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경우,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죄로 고발된 자들을 기소한다. ICTR은 국가

민간물자로 간주된다.)

재판소에 대해 우선 관할권을 가진다.
민간인

ِݸ

전투원이 아닌 사람.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마르텐스조항
1899년부터 존재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으로 성문 국제법

보호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은 무조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인, 전투원은 확립된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관습, 인도성 원칙, 공공양심의 명령에서 기인한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권한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민병대
대체로 대가를 받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없이 활동하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군대로 국가와 연계될 수도 연계되지 않을 수도

면책특권
특정 인물들(외교관, 의회의원, 정부 구성원, 정부수석 등)이

있다. (정부군의 일부는 아니다.)

법적인 절차로 소환될 우려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민족해방전쟁

위해 부여하는 특권

점령 세력, 외국 점령, 인종차별적 정부에 대항하여 국민이
봉기하는 무력충돌. 국제인도법상 국가 해방 전쟁은 국제적

무력충돌
무력충돌이란 정부군 간 무력 다툼(국제적 무력충돌), 정부당국과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조직화된 무장단체, 또는 한 국가 내 무장단체들간 무력 다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뜻한다. 국내소요 및 긴장 상태와 같은
국내 폭력상황은 무력충돌로 간주되지 않는다.

박해 (비법률 용어)
한 집단이 다른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하는 불공정한
처우를 뜻하며, 가장 흔한 형태로는 종교적 박해, 민족적 박해,
인종적 박해, 정치적 박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종류의 박해는

무장단체
인도법탐구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는 조직적인 권력 구조를

그 범위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갖추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국제인도법의 구속을 받는
비정부 단체로서,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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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비법률 용어)

비례의 원칙

인도법 탐구 프로그램에서 방관자란 다른 이의 생명 또는 인간

군사적 목표에 따른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간인 사망 및

존엄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은 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인지는

부상, 민간물자의 피해는 공격으로부터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교하여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도법의 원칙

배신행위

ِݸ

비상사태 (비법률 용어)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자연 및 기술적 재해 또는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인도법에 의거해 제공되는 보호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적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급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사태를

속이는 행위로 그렇게 획득한 보호권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뜻한다.

의도를 가진 행위. 항복 및 휴전 하에 협상하는 척 위장하기,
비전투원의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유엔, ICRC와 같은 중립적

비전투원

ِݸ

부상 및 병으로 인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기, 민간인이나

민간인, 또는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

기구, 분쟁에 관여하지 않은 중립적 또는 기타 국가의 표시,
표장, 제복을 이용하여 보호권을 거짓으로 주장하기 등이 이에

비정부 단체
무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조직적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단체를 뜻한다. 반체제 무장세력, 반군 단체, 비정부 민병대, 민간

ِݸ

해당한다. 국제인도법 하에서 적군의 살상, 체포를 목적으로

군사기업이나 사설경호업체, 비정부 조직, 다국적 회사 등이 이에
법전 (비법률 용어)

해당된다.

인도법 탐구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는 성문화된 규칙을 뜻한다.
보편적 관할권

ِݸ

사회적 압력 (비법률 용어)
개인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가족, 친구 또는

발생 장소 및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전쟁범죄에

타인의 영향력

대한 형사집행의 기본 내용을 제시하여 각 국가가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국제형사법의 원칙

성폭력

부수적 피해

ِݸ

전시 및 평시에 강압적인 상황에서 자행되는 성적인 성질(신체적
또는 심리적)의 폭력행위

합법적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실종자 (비법률 용어)

불구하고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가해지는 피해, 손실, 부상 등을

가족에게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또는 믿을만한

의미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무력충돌, 폭력 상황, 또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중재자의 개입이 필요한 여타 상황과 관련하여 실종되었다고

불법화 (비법률 용어)

신고된 사람

불법이라고 선포하고 금지 시키는것
실향민
불필요한 고통 및 과도한 부상

‘난민’ 또는 ‘국내 실향민’ 참조

군사용 목적이 아닌데도 전투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부상

심인 (비법률 용어)
무력충돌이나 폭력 상황으로 인해 소속 군 대로부터 이탈하거나

비국제적 무력충돌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단체간 또는 한 국가 내 무장단체간

(전투 중 실종) 가족과 헤어진 사람의 위치와 생사를 파악하는
과정

무력 사용을 뜻하며, 공통 제3조와 제1추가의정서의 규제를
받는다.

아동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법에서 특별히 성년의

비례성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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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사 (또는 소년병)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인도법 탐구 프로그램에서 아동병사는 군대나 무장 단체가
군사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모병하고 활용하는 아동을 뜻한다.

인권법

ِݸ

이에는 전사, 요리사, 짐꾼, 전령, 첩자, 성적인 목적 등으로 활용된

조약 및 관습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국제법으로, 정부의 자의적

아동을 포함하며, 전투에 직접 참여한 아동만을 뜻하는 용어는

행위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아니다.

가진다. 인권법은 항시 모든 상황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연쇄적 결과 (비법률 용어)

인도에 반한 죄

ِݸ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하며 각각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 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도에

영향을 초래한다.

반한 죄는 ‘공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행해지는’ 특정 행동을
뜻한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살인, 노예화, 추방, 구금, 고문,

오타와 협약

ِݸ

대인지뢰의 개발, 생산, 비축, 이전,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심각한 성폭력, 신원이 파악된 집단 및 다수의 개인에 대한 박해,

이의 파괴를 의무화하기 위해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된

강제 실종 및 인종차별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국제법에 따라

국제 협정

인도에 반한 죄는 전시 및 평시에 상관없이 범죄로 간주된다.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그 폐기에 대한 협약’)
인도적 행위 (비법률 용어)
인도법탐구에서는 ‘인도적 행동’을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였다면

용병

ِݸ

대가를 지불하는 국가 및 단체를 위해 싸우는 사람.
국제인도법에서는 이 용어를 무력충돌 시 싸우기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으며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특히 개인적 이득을

기꺼이 나서서 돕거나 보호하려 애쓰지 않을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개인의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인도적 행동은 개인 신변의 위해나 손실을 동반할 수 있다.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보다 좁은 의미로 명시하고
있다. 용병은 충돌당사자의 국적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ݸ

충돌당사자가 통제하는 영토의 거주자도 아니다. 충돌당사자의
군대 구성원, 또는 충돌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공식 임무를
부여 받아 충돌당사자의 군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 또한

인종격리 (비법률 용어)
태어난 인종 또는 겉으로 보기에 판단되는 인종을 근거로 사람을
제한된 거주 구역에만 살도록 제한하거나 기관(학교, 교회 등)과
시설(공원, 놀이터, 음식점 등) 사용을 분리시키는 관행

용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운동
‘국제적십자 . 적신월 운동’ 참조

‘동떨어짐(apartness)’을

의미하는

아프리칸스어(남아프리카공화국 공용어) 단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체제를 가리킨다. 인종차별정책 하에서 소수

윤리적 딜레마 (비법률 용어)

백인들은 다수 흑인을 지배할 수 있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과 상충하거나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전사 (비법률 용어)

모두 초래하는 상황

인도법 탐구 프로그램에서는 의미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 용어를
‘전투원’ 및 ‘군인’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군대 또는 충돌당사자의

이행
국가법 및 법률 채택, 체제 및 행정절차 설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제적 법 규범을 수호, 실현하고 이에 실효성을 부과하는

명령 하에 있는 무장단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한다.
국제인도법은 ‘전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제네바
4개 협약의 해설’ 및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뜻한다.

조직화된 비정부 무장단체의 구성원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인간 존엄성 (비법률 용어)
한 사람의 진정한 인간적 가치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국적,

있다. 민간인이라 해도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사로 간주한다.

종교적 믿음,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재산, 출생, 민족적 또는
사회적 근본, 또는 기타 다른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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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쟁범죄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자를 뜻한다. 전투원은 자신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국제인도법을

위반을 뜻한다.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약탈, 강간, 성노예,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전투원이 적에게 체포되는 경우 그는

매춘 강요, 임신 강요, 15세 미만의 아동을 적대적 활동에 적극

전쟁포로로 간주된다.

ِݸ

가담토록 하는 것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점령
전쟁법 (JUS IN BELLO)

무력 저항 및 전투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대적 외국군이 특정

프랑스어로 ‘jus in bello’의기본적인 의미는 ‘전시법’이며 ‘국제

영토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제인도법은 점령세력이 점령 영토 내의 주민 및 재산을

ِݸ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잔류폭발물 (ERW)
과거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에 남아 있는 미폭발 및 유기 폭발물을

정전법 (JUS AD BELLUM)

뜻하며, 대포, 박격포, 수류탄, 집속탄약, 폭탄, 로켓, 미사일 등이

프랑스어로 ‘jus ad bellum’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쟁에 호소하는

포함된다.

법’을 뜻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ݸ

유엔헌장 조항에 의해 규제 받는 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전쟁 포로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전투원 및 그와

제1추가의정서
제네바 4개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1977년

전투원과 동일한 법적 신분을 지닌 사람은 종군기자, 공급

채택되었으며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하청업자, 상선, 민간항공기 승무원 등이 있다. 적대 행위에

방식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민간인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가담하던 중 체포된 사람 가운데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은

협약이다.

ِݸ

동일한 법적 신분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국제인도법의 용어이다.

전쟁포로로 간주한다. 전쟁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2추가의정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 (HORS DE COMBAT)

ِݸ

제네바 4개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1977년
채택되었으며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에서 규정하는

프랑스어로 ‘hors de combat’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투를 벗어남’

상황보다 심각성이 더 높은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된다.

을 뜻하는 것으로, 체포된 전투원, 또는 부상당했거나 병들었거나

제2추가의정서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정부군’

난선된 전투원, 또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 전투원 등 더 이상

과 ‘반체제 무장단체’ 또는 ‘책임자의 통솔 하에 운영되고 국가

전투에 임할 입장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영토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군사 작전을
실행할 능력을 갖춘 조직화된 무장단체’간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된다.

전투방법
적군을 약화 또는 전멸시키기 위해 군사 작전에서 적용되는 전술

제3추가의정서

및 전략

제네바 4개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표장인
적수정을 확립하면서 2005년에 채택되었다. 적수정은 적십자

전투수단
무기, 탄약 등 전쟁의 ‘도구’

및 적신월 표장과 마찬가지로 군의무부대 및 종교 요원 활동과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상징한다.

전투원
인도법 탐구 프로그램에서는 의미를 단순화하기 위해 ‘전투원’

제네바 4개 협약

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며, 군인, 전사 등

1949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4개의 협약으로 근대 국제인도법의

군대 또는 충돌당사자의 명령 하에 있는 무장 단체의 구성원의

기본을 구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협약이다. 2006년에

대체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르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채택하게 되었다. 제네바 4개 협약은

국제인도법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중의 ‘전투원’은 충돌당사자인

육전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 (제네바 제1협약), 해상에

무장집단의 구성원(의료 및 종교 관련 구성원은 제외)을 뜻하며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난선자(제네바 제2협약), 전쟁 포로
(제네바 제3협약), 그리고 민간인(제네바 제4협약) 등 무력충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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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있다. 자폭탄은 대개 지상에 닿으면 폭발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주)난선자: 배가 부서져서 물에 버려지거나 표류하게 된 사람
집행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 (공통 제3조)

국제적 법규범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ݸ

제네바 4개 협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조항으로 비국제적

다양한 수단을 뜻한다. 이는 감시체계 또는 처벌, 제재와 같은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축약된 조약’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강제적 조치의 형태를 가진다.

기본적인 국제인도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침략범죄

ِݸ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또한 ICRC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기구가

국제법상, ‘침략’은 ‘유엔헌장의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반하여

충돌당사국 및 해당 단체에 제공하는 도움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있다. 공통 제3조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들은 관습국제인도법으로

각 국가들은 현재 개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범죄에

간주되고 있으며, 교전집단이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침략범죄’

기준이다.

의 정의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립 (비법률 용어)

ِݸ

ICRC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립은 ICRC가 모든 당사자의 신뢰를

국제형사재판소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뿐 아니라
침략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게 된다.

확보하기 위해 무력충돌, 폭력 상황, 또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파급결과 (비법률 용어)
특정 행동이나 태도의 결과로 야기되는 상황

ِݸ

지하조직 (비법률 용어)
정부 또는 점령 세력을 전복하기 위해 조직된 비밀단체

파장효과 (비법률 용어)
한 가지 행동이 폭넓은 파급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물에 던져진 돌이 확대되는 파장을 유발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지휘 책임
전쟁범죄가 자행되는 경우 계급에 따른 책임의 원칙을 뜻하는

용어이다.

ِݸ

것으로, 상급자는 자신의 명령 하에 이루어진 범죄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한 하에 있는 하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막지
못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방관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평화에 대한 죄
1945년 국제군사재판의 뉘른베르크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에 반하는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살해
영어로 집단살해를 뜻하는 ‘genocide’는 그리스어로 종족 및

공동계획 및 음모에 가담하는 것도 평화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부족을 뜻하는 ‘genos’와 라틴어로 살상을 뜻하는 ‘cidium’
의 합성어이다. 1948년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유엔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는

폭력 상황
‘국내 폭력상황’ 참조

집단살해를 ‘한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단체의 일부 및
전체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자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 군사목표물

위의 단체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그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국제인도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지 않는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위의 단체 구성원들의 물리적 파괴를

공격할 수 있는 개인이나 목표물을 뜻한다. 전투원, 적대행위에

목적으로 특정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것, 위의 단체의

직접 가담하고 있는 민간인 및 군사목표물로 파악된 장소 및

아동들을 다른 단체로 강제로 이송하는 것 등이 본 범죄 행위에

목표물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된다. 집단살해는 전시 및 평시에 상관없이 범죄로 간주된다.
집속탄
전투기에 의해 투하되거나 대포에서 투하 또는 발사하는 산탄인
모폭탄(母爆彈)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리 맞춰진 목표상공에
다다르거나 또는 시한장치가 작동하면 그 속에 들어있던 수백
개의 자폭탄(子爆彈)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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