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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1965년 비엔나에서 선포된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하나로 결속시키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한다.

인도

Humanity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born of a desire to bring assistance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wounded on the battlefield, endeavours, in its international and national capacity, to
prevent and alleviate human suffering wherever it may be found. Its purpose is to protect life and health
and to ensure respect for the human being. It promotes 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cooperation
and lasting peace amongst all peoples.

공평

Imparti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It makes no discrimination as to nationality, race, religious beliefs, class or political opinions. It endeavours to
relieve the suffering of individuals, being guided solely by their needs, and to give priority to the most urgent
cases of distress.

중립

Neutrality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In order to continue to enjoy the confidence of all, the Movement may not take sides in hostilities or engage
at any time in controversies of a political, racial, religious or ideological nature.

독립

Independence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The Movement is independent. The National Societies, while auxiliaries in the humanitarian services of their
governments and subject to the law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must always maintain their autonomy so
that they may be able at all time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ovement.

자발적 봉사

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It is a voluntary relief movement not prompted in any manner by desire for gain.

단일

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There can be only one Red Cross or one Red Crescent Society in any one country. It must be open to all. It
must carry on its humanitarian work throughout its territory.

보편

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in which all Societies have equal status and share
equ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in helping each other, is worldwide.

발간사

추천사

대한적십자사의 윤리적 · 제도적 근간이자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국제적십자 · 적신월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의 가치와 실천은 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원칙은 1965년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세계 최대의

표현됩니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해 온 적십자운동 경험에서 탄생한 이 기본원칙은 우리의

인도주의 네트워크인 192개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을 결속시키는

공통적인 정체성, 목적 그리고 행동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인도주의적 위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인도를 중심으로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

들을 연루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현대의 무력충돌,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이라는 일곱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주의 활동은 이 대원칙에 입각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요구

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 외연과 내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운동의 기본원칙은 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을 원칙주의적 인도주의

바로 적십자 운동이 세기를 뛰어넘어 인류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행위자로 구분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인도주의 활동의 지침이 되는 이 원칙은 우리가 재난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적십자 본연의 평화와 비폭력, 공동체 정신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적십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숙지하고 내재화
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장려하는 것은 적십자운동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도주의 활동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The Fundamental Principles are an expression of the Red Cross Red Crescent
Movement’s values and practices. Born out of the Movement’s experiences in

대한적십자사가 국제기구 특수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선뜻 증보판 작업을 해주신 김명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sponding to humanitarian needs, they serve as a guide for our common identity,
purpose and action.
Today’s humanitarian crises are multi-faceted, thereby implicating and affecting
numerous populations in need. Contemporary armed conflicts, natural disasters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을 가슴 속에 되새기고 각자의 토양에서
평화와 사랑의 인도주의를 활짝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and public-health emergencies require a humanitarian response which is grounded
in unshakable values. The Movement’s Fundamental Principles represent these
important and necessary values – which distinguish the Red Cross Red Crescent

감사합니다.

Movement as principles humanitarian actors.
Greater promotion of our Movement’s Fundamental Principles means greater
protection of and access for the Red Cross Red Crescent Movement in its
humanitaria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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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머리말

머리말

저자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저술한 지는 10여 년 전인 2008년의 일이다.

국제인도법을 연구하면서 국제인도법의 제 분야를 두루 연구한 연후에 “국제적십자운동

위 저서를 탈고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그간 독도

기본원칙”의 심오한 실천철학에 접근해 보려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다. 인도법자문위원장

문제에 심취되어 이를 보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항상 이를 보완하려는 생각이

시절에 이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고, 명지대학교 대학 RCY 지도교수로서 대학 RCY

뇌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지도교수 서울협의회와 전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동 원칙을 대학 RCY 구성원에게 보급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인도법연구소 소장과 과장의 증보판 출간 권고에 힘입어 그동안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생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되었다.

마음속에 간직했던 바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 보완하려는 내용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1998년 유엔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 기회가 있어 ICRC 도서관을 방문

국외에서도 연구된 바 없는 부분이다. 염려되는 것은 이 증보판의 원고가 대한적십자사의

하여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2004년에 인도법

인도법연구소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다. 산레모 회의에서 국제

연구소의 위촉으로 저서「국제인도법」을 집필하면서 그간의 국제인도법 연구의 결과를

인도법의 거장인 보테(H.Bothe) 교수에게 저자의 이런 연구 계획에 관해 설명할 기회가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저서의 집필을 결심했다.

있었다. 그는 저자에게 참 좋은 착상이라고 하면서 막스 후버(Max Huber)와 삑떼(Jean
Pictet)도 이룩하지 못한 국제적십자운동을 위한 의미있는 연구계획이라고 저자를 격려한
바 있다. 그 후 저자의 제자 J박사를 보테 교수의 포닥 지도교수로 위촉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법리적 · 논리적 난관에 직면하여 여러 번 집필을 중단하기도 했다. 오늘에야
탈고하고 읽어보니 부족한 내용, 부적절한 표현 등 흠결 투성이다. 하지만 더 이상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그대로 출간하기로 했다.

보테 교수가 저자의 제자에게 김 교수가 그 연구에 착수했냐고 물었다고 J박사가 전언한
바를 들은 적이 있다. 초판인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적십자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면 이 증보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적십자
운동 주체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연구이다.
바라건대 이 연구를 기초로 더 폭넓고 심도있는 후속적 연구가 이어져 그것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의 발전과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과욕이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대내외적
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김선철 인도법연구소장님과 김옥희 과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 소책자가 모든 적십자인의 인도적 활동과 모든 대학 RCY 구성원에 대한 적십자이념
보급에 미호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과욕을 가져 본다.
저자의 국제인도법 연구에 도움을 주신 대한적십자의 역대 인도법연구소장님과 연구
위원님, 특히 현 연구소장 고영기 박사님과 마은정 연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한
자료를 ICRC로부터 수집해 주신 대한적십자사 국제부의 김주자 팀장님과 출판을 맡아 주신
“책과 사람들”의 이동원 사장님과 유영회 선생님께도 사의를 표한다. 사사로운 일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저자의 집필을 전인적으로 도와준 아내의 인내와 애정을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이 작은 책이 영예스러운 대한적십자사 요원의 봉사와 긍지에 더불어 충만하고
순수한 가슴에 일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의 참모습을 투영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일상 업무
수행은 물론 국제적십자운동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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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대내적 의미

제1장 서 론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은 적십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리 뒤낭(Henry
Dunant, 1828.5.8. ~ 1910.10.30.)에 의해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정신으로 설정되고

제1장 서 론

이 기본정신에 따라 적십자운동이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며, 또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의 전신이고 “제네바 공익협의회”
(Geneva Public Utility Society : GPUS)의 후신인 “5인 위원회”(The Committee of

제2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기원과 발전
제3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내용
제4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법적 의무

Five)의 결의로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이념으로 상정되고 이 기본이념에 따라 적십자
운동이 실천되어 온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적십자운동의 현실적 전개와 실천의 과정에서
발견 정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선험적 이성에 의해 궁극의
가치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십자운동의 실천과정에서 경험적으로 발견 정립된 것이다.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는 결의 제8호(Resolution No. 8)로 “적십자 기본원칙”(The Fundamen
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을 채택했다. 동 결의는 동 결의가 채택된 형식의 측면

제5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국내법의 제 규정

에서 보면 국제적 비정부조직의 결의로 채택된 것이며 국가 간의 조약의 형식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므로 조약과 같이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제6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근본 규범성
제7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 결의와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적십자법, 특히 제네바법의 최상위 규범으로 적십자법의 근본규범
(Ground Norm)이라 할 수 있다.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국내법으로 수용(accomoda
tion)되어 있다. 따라서 동 원칙은 국내법상 법률과 동위(同位)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기원과 발전”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적십자운동

제8장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 주체 및 의결 주체
제9장 소결론

기본원칙의 내용”을 검토 · 해설하여 적십자인의 인도적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참고
지침을 제공하고,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국내법의 제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
하고, 끝으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근본 규범성”에 관해 논하여 결론에 도달하려
한다. 이상의 기술 중 중점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내용”에 있다. 그것은 7대 원칙
으로 구성된 동 기본원칙의 내용이 국제인도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몸소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인에게 연구와 실천의 궁극의 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법실증주의에
입각하고 법해석학에 기초한 것임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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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기원과 발전

제2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발전

제1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기원

I. 1864 – 1910년 므와니에의 시도

적십자의 기원(origin of the Red Cross)은 추상적 원칙(abstract principles)에 기초한

뒤낭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5인 위원회(The Committee of Five)를 조직한 구스

것이 아니라 1859년 솔페리노의 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한 사람들의 자발적 행위

타브 므와니에(Gustave Moynier)는 국제부상군인원조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spontaneous action)에 기초한 것이다.1) 즉 적십자는 먼저 이론적인 추상적 원칙을 정립

for Aid to Wounded Soldiers)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현실적인 자발적 행위가 도출되고 실천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Red Cross)의 위원장을 지내면서 적십자 원칙의 심도 있는 문안 작성과 적십자운동의

자발적 행위로부터 인도적 운동(humanitarian movement)의 이론적 원칙이 추구 정립

이론의 창조에 특별한 관심을 경주했다.7)

되게 되었다. 환언하면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현실적인 자발적 인도적 행위로부터 귀납적

그는 적십자원칙을 보편성(universality),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과 같은 “본질적

방법(inductive method)으로 도출 정립된 것이며,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부터 연역적

원칙”(essential principles)과 1개 국가 전역에 1개 적십자사의 관리, 전쟁상태의 개입을

방법(deductive method)으로 현실적인 자발적 인도적 행위가 도출되어 적십자운동이

위한 준비와 같은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action)을 구분했다.8) 이 “행동의 원칙”은

실현된 것이 아닌 것이다.2) 오랜 경험의 결과(the result of long experience)로 얻어진

4개의 기본적 운영원칙(basic working principles)으로 표시했으며, 이 4개의 원칙은

적십자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기원되어 왔다.3)

예비(foresight), 단합(solidarity), 중앙집권(centralization), 상호성(mutuality)이다.9)

1862년의 “솔페리노의 회상”

4)

1863년 8월 국제부상군인원조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Aid to Woun

문안과 보고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토의되고 결의로 채택되었다.10)
II. 1921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기본원칙 개요 제안

ded Soldiers)가 제네바에서 국제회의의 개최를 위한 초청장을 발부할 것을 결정

1921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기본원칙 개요”(Summary of Fundamental Principles)를

하여 1863년 10월 26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네바국제회의에서 10월 28일에

제안했으며, 이 개요에는 4대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4대 원칙은 “적십자운동의 원칙”

채택한 10개 항으로 된 “1863년 제네바국제회의의 결의와 권고”(The Resolution

(Principles in Red Cross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공평성(impartiality),

and Recommendation of the 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1863) 5)

정치적, 종교적 및 경제적 독립성(the political, religious and economic independence),

1864년 6월 6일 스위스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8월 22일에 채택된 10개 조의 “전지에서 군대의 부상자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of August 22, 1864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Armies in the Field) 6)
1) Hans Haug, Humanity for All (Berne : Haupt, Geneva : Henry Dunant Institute, 1993), p.443.
2) ICRC,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and Red Cross and Red Crescent, 2nd ed.
(Geneva : ICRC, 2002), p.3.
3) Haug, supra n. 1, p.443.
4) Hans Haug, “Dunant’s Idea – the Text of Time,” in ICRC(published), Henry Dunant, A Memory of Solferino,
English version(Geneva : ICRC, 1986), pp.115-28.
5) Haug, supra n. 1, pp.627-28 ; ICRC and IFRC,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13th ed. (Geneva : ICRC, 1994), p.613, n.1 ; Test, in ibid., pp.613-15.
6) Haug, supra n. 1, pp.130-31 ; Text in ICRC and LRC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d Cross, 10th ed.
(Geneva ; ICRC, 1953), pp.7-9.

적십자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he Red Cross)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의 평등성(equality
of the National Societies)이었다.11) 이로서 적십자 기본원칙의 일반적인 틀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1921년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1921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는 상기 “기본원칙 개요”를 제안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적십자 조직의
기본적, 도덕적 및 법적 원칙의 후견자 그리고 보급자로(as the guardian and propagator
of the fundamental, moral and legal principles of the organization)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상기 “기본원칙 개요”를 승인했다.12) 이 “기본원칙 개요”는 개정된 ICRC
정관(revised Statues of ICRC)에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적십자 기본원칙은 규범화
되게 되었다.13)

증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7

6

IV. 1928년 국제적십자 정관의 규정

VI. 1952년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1928년 헤이그에서 제13차 국제적십자회의(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1952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는 1948년 제20차 적십자사연맹

Red Cross)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는 “국제적십자 정관”(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을 채택했다.14) 동 정관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적십자의 기본적 영구적 원칙을
유지한다(maintains the Fundamental and Permanent Principles of the Red Cross)”
라고 규정하고(제6조 제2항), 그 원칙으로 공평성(impartiality),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고려의 독립적인 행위(action independent of any racial, political, religious
or economic considerations), 적십자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he Red Cross)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의 평등성(equality of the National Red Cross)을 열거했다
(제2조 제6항).

15)

이로써 적십자 기본원칙은 최초로 국제적십자(the International Red

Cross)의 실정법으로 명문화되게 되었다.
V. 1946년 제19차 적십자사연맹 이사회의 결의
1946년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제19차 적십자사연맹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는 적십자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을 채택하는 결의를 했으며,16) 이는 1948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0차
적십자사연맹 이사회에서 수정 채택되었다. 이 수정된 적십자 기본원칙은 1921년에 채택된
4개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 독립의 원칙, 보편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13개 원칙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 추가된 13개의 원칙을 요약하면 (1) 봉사, (2) 단일, (3) 적십자 명칭과
표장의 사용, (4) 인도, (5) 평화의 유지, (6) 전쟁 재해의 감소, (7) 자연재해에 대한 협조,
(8) 사회적 병폐의 예방과 경감, (9) 민주적 기초에 의한 조직, (10) 회비와 기부금, (11) 아동의
보호, (12) 적십자사의 정부와 사적 단체로부터 독립, (13) 각국 적십자사의 연맹회원 가입
기대이다.17) 이 결의에는 후버(Max Huber)의 연구가18) 많은 기여를 했다.19)

이사회에서 수정 채택된 적십자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20)
VII. 196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적십자사연맹 합동위원회의 결의
196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적십자사연맹 합동위원회(Joint ICRC-League Com
mission)는 국제적십자 상치위원회(Standing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에 의해 단순화된 새로운 기본원칙을 제안했으며, 동 상치위원회는 이 새로운 기본
원칙을 승인했다. 1961년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 대표자회의(Council of Dele
ga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는 만장일치로 이 새로운 기본원칙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하는 결의를 했다.22) 이에는 삑떼(Jean Pictet)의 연구가 23) 많은 기여를
했다.24)
VIII. 1965년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을 “결의 제8호”로 채택 · 선언했다.25) 이 “적십자 기본
원칙”은 인도(Humanity), 공평(Impartiality), 중립(Neutrality), 독립(Independence),
봉사(Voluntary Service), 단일(Unity), 그리고 보편(Universality)의 7개 원칙이다.
동 회의는 “적십자 기본원칙”을 선언(proclaimed)하고, 동시에 이 원칙을 모든 국제
회의의 개회식에 엄숙히 낭독될 것(they shall be solemnly read at the opening of
every international conference)을 “결의 제9호”로 결정했다(decided).26) 동 결의는
엄숙히 낭독할 것을 “결정” 했다는데 법적 의미가 있다. “결정”은 “권고”(recommend)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IX. 1986년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7) Haug, supra n.1, 443. 8) Ibid, p.444. 9) ICRC, supra n.2, p.3. 10) Haug, supra n.1, 444. 11) Ibid.
12) Ibid. 13) ICRC, supra n.2, p.3.
14) ICRC and LRCS, International Red Cross Handbook, 12th ed. (Geneva : ICRC, 1983), p.407.
15) Ibid., p.409 ; ICRC and LRCS, supra n. 6, p. 308; Haug, supra n.1, p.444.
16) ICRC and IFRC, supra n.5, p.618; ICRC, supra n.2, p.3.
17) Haug, supra n.1, p.444; ICRC and LRCS, supra n.6, p.397; ICRC and LRCS, supra n.14, p.552.
18) Max Huber, The Red Cross : Principles and Problem (Geneva : ICRC, 1941).
19) Haug, supra n.1, p.445.

198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는 1928년 헤이그 제13차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채택되고 1952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개정된 “국제
적십자정관”(Statutes of International Red Cross)을 전면 개정했다.
이 개정에 의해 “국제적십자”(International Red Cross)는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으로 대체되게 되었고,28)
1965년에 선언된 “적십자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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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되고 동 정관 전문에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으로 제목이 변경되어
포함되게 되었다.

29)

1986년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이후 적십자 기본원칙의 명칭은 “적십자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인가?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인가? 아니면 “국제적십자 · 적신월운동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인가? 의 문제가
제기된다. “적십자 기본원칙”은 1965년의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제8호”에
충실한 명칭이고, “기본원칙”은 1986년에 개정된 “국제적십자 · 적신월운동 정관” 전문에
충실한 명칭이고, “국제적십자 적신월운동 기본원칙”은 1986년에 개정된 “국제적십자
· 적신월운동 정관”의 명칭에 충실한 명칭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국제적십자 · 적신월운동 기본원칙”이다.30) 그리고 하우그(Hans
Haug)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31)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와 2019년
12월 10일에 개정된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1조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2)

따라서 오늘의 국제적인 공식명칭은 “국제적십자 · 적신월운동 기본원칙”이고, 국내적인
공식명칭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공식명칭과 국내적인 공식
명칭을 모두 약칭하여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더 약칭하여 “적십자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solution No.10; ICRC and LRCS, supra n. 14, p.552; ICRC and IFRC, supra n.4, p.618, supra n.2, p.3.
Haug, supra n.1, p.446.
Ibid.
Jean Pictet, Red Cross Principles (Geneva : ICRC, 1956). 그는 17개의 원칙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과 조직원칙(Organic Principles)으로 이분했다(ICRC, supra n.2, p.3).
Haug, supra n.1, p.445.
ICRC and IFRC, supra n.5, p.620; ICRC, supra n.2, p.3.
ICRC and IFRC, supra n.5, p.620; ICRC, supra n.2, p.3.
ICRC and IFRC, supra n.5, p.620; ICRC, supra n.2, p.3.
1991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연맹총회 제8차회의에서 연맹총회는 연맹의 명칭을 1991년 11월 28일부로 “국제적십자사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으로 개정한다고 결정했다
(ICRC and IFRC, supra n.5, p.417, n.1).
Ibid., p.615, n.1; ICRC. supra n.2, p.3.
Ibid., p.615, n.1; ICRC. supra n.2, p.3. 31) Haug, supra n.1, p.443.

32)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간행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편람」 (서울 : 대한적십자사, 2002), pp.v, 163;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 중앙본부, 「대한적십자」 (서울 : 청소년적십자본부, 1999). P.40.

제3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내용
제1절 인도의 원칙
I.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인도
국제적십자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하였으며
국제적, 국내적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
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십자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존중을 보장하는데
있다. 적십자는 모든 국민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Humanity
 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born of a desire
T
to bring assistance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wounded on the battlefield,
endeavours, in its international and national capacity, to prevent and alleviate
human suffering wherever it may be found. Its purpose is to protect life
and health and to ensure respect for the human being. It promotes 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cooperation and lasting peace amongst all peoples.
II. 개념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중 주된 원칙(main
principle)이고 지침(guideline)이며 초점(focal point)이다.33) 그러므로 인도의 원칙으로
부터 다른 원칙들이 추출(derive)되는 것이다.34)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하나로 요약하면 인도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35) 인도의 원칙은 전쟁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 of the law of war)의 하나이기도 하다.36)
인도(humanity)는 적십자의 혼이고 정신(soul and spirit)이며,37) 이상(ideal)이고38)
기본이념(basic idea)이며,39) 동인(motivation)이고 목표(objective)이다.40)
인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ⅰ) 그 하나는 “사람의 생활
양식과 행위(life-style and behavior of man)”를 의미하는 것이고, (ⅱ)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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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위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goal to which the behavior is directed)”를 의미
하는 것이다.41)

III. 요소
“인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의 의미로 인도는 “인간에 대한 능동적 선의의 감정”(sentiment of active goodwill
towards mankind)이라 할 수 있다.

42)

이러한 의미의 인도는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에게 선하게 되고, 그에게 선을 행하며, 그를 감싸주고 그를 보호하며 그를 돕는 것(to be
good to him and to do good to him to save him and to protect him, to help him
when he needs help)”이다.43) 이와 같은 인도의 의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you should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라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44)
이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고(regards man as a God’s creature),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신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45) 따라서 인도의 사상은 모든 위대한
종교와 세계 이데올로기(all great religious of living in the ideologies)에 근거한

1. 인간고난의 경감과 예방
“인도의 원칙”의 제1요소는 “인간고난의 경감과 예방”(alleviating and preventing for
human suffering)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제1요소를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디든지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고난”(suffering)은 인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희생자의 상태(situation
of the victim to need help for humanitarian protection)를 말하며51), 고난은 무력
충돌에 의해 발생된 것이든 평상시에 발생된 것이든 불문한다.52)

것이다.46) 이데올로기는 사회계에 있어서 생활의 모든 의식(all consciousness of living in

그리고 고난은 무력충돌에 의해 발생된 것이든, 자연적 재해에 의해 발생된 것이든,

the social world)을 뜻한다. 따라서 인도는 종교적 철학적 정당성(religious and philoso

생필품의 결핍에 의해 발생된 것이든, 인간의 과실이나 악의에 의해 발생된 것이든,

phical justification)이 주어져야 한다.48) 이와 같이 인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불문한다.53) 고난은 신체적인 고통(physical pain)을 포함하며,54) 예외적 사정에서

나누며, 또 그것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것(being sensible of and sharing the suffering

발생된 것과 생활 자체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하며,55) 고난은 모든 고통(all pain) 뿐만 아니라

of others, and preventing and alleviating it)을 의미한다.49)

모든 피해(every injury)를 포함한다.56)

47)

인도는 “우리가 주체를 인간적 ·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한계의 극대화(maximizing the

위의 규정 중 고난의 “경감”(alleviating)은 고난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 교정조치이고,

이는

고난의 “예방”(preventing)은 고난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적 예방조치이다. 긴급구호와 간호

extent to which we see the subject as humanly reasonable)”라 할 수 있다.

50)

인도는 인간의 합리적 · 이성적 존재임을 전제로 한 정의이다.
33)
34)
35)
36)
37)
39)
40)
41)
44)
46)
47)
48)
50)

Hans Haung, Humanity for All(Berne : Haupt, Geneva : Henry Dunant Institute, 1993), p.448.
Pietro Verri,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Geneva : ICRC, 1992), p.58.
Haug, supra n.33, p.449.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Rules of Landwarfare (Washington, D.C. : USGOP, 1940), para.4 ; Jean
Pictet, Humanitarian Law and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Leyden : Sijthoff, 1975), p.449.
Haugm supra n.33, p.448. 38) Verri, supra n.34, p.58.
Penise Bindschedler-Robert, “Red Cross”, EPIL, Vol.5, 1983, p.248.
J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 Commentary(Introduction ; I. Humanity)”
IRRC, No.210, May 1979, p.144.
Haug, supra n.33, pp.448-49. 42) Pictet, supra n.40, p.143. 43) Haug, supra n.36, p.449.
Ibid. 45) Ibid ; Max Huber, Red Cross : Principles and Problems(Geneva : IRCI, 1941), p.20.
Jean Pictet,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Proclaimed by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Vienna, 1965, Commentary (Geneva : Henry Dunaut Institute, 1979), p.33.
Victor E. Taylor and Charles E. Winguist(eds.), Encyclopedia of Postmodernism
(London : Routledge, 2001), p.85.
Haug, supra n.33, p.449. 49) Verri, supra n.34, p.58.
Simon Blackburn, The Oxford Dictionary of Philoso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78.

(emergency relief and nursing)는 고난의 경감 조치이고 전쟁의 예방, 즉 평화의 촉진을
위한 조치는 고난의 예방조치이다.
고난의 예방이 점진적으로 필수적이고 중요시되고 있다.57) 고난의 경감과 예방의 의사는
희생자에 대해 차별 없는 것(without discrimination)것, 모두에 대한(for all)것, 그리고
친구와 적에 대한 (for friend and enemy) 것이다. 특히 적에 대한 자비(charity toward
the enemy)를 포함한다.58)
고난의 경감과 예방을 위해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확장(development and extens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보급의 촉진(promotes the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요구된다.59)
51) Haug, supra n.33, p.454. 52) Ibid. 53) Ibid. 54) Pictet, supra n.40, p.146. 55) Haug, supra n.33, p.454
56) Pictet, supra n.40, p.145. 57) Pictet, supra n.40, p.23. 58) Huber, supra n.45, p.21.
59) ICRC,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ess and Red Crescent, 2nd ed.
(Geneva ; ICRC, 2002), p.7 ; Pictet, supra n.40, p.147.

증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13

12

2.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

있다. 국제인권법은 적십자의 이상과 법적 기초로서(as the ideal and legal basis) 그의

“인도의 원칙”의 제2요소는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protecting life and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67)

health and respecting human being)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제2요소를

평시에는 국제인권법만이 적용되며, 무력 충돌시에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적용

“적십자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존중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된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은 “인도”만을 고려하나 국제인도법은 “인도”와 “군사적 필요성”

있다.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은 적십자의 모든 사업의 기초적 주제(basic

(military necessities)을 고려한다.68)

theme) 이고 주요 목표(major goal) 60)이다. 인간의 고난의 경감과 예방은 이 주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61)
위의 규정 중 생명과 건강의 “보호”(protection)는 타인을 악, 위험 또는 고난으로부터
지키는 것(preserving others from evils, dangers of suffering),62) 즉, 어떤 사람을
공격이나 학대 등으로부터 피신케 함으로써 돕는 것(to help someone by sheltering
him from attack, ill-treatment, etc), 그를 파괴하거나 또는 실종하게 하는 노력을 좌절
시키는 것(to frustrate efforts to destroy him or make him disappear), 안전을 위한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to meet his need for security), 그의 생존을 돕는 것 (to
help him survive), 그의 방어를 위해 행동하는 것(to act in his defense)을 의미한다.63)
따라서 보호의 형태는 희생자의 상태에 따라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vic
tims) 여러 가지가 있다.

64)

3.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증진
“인도의 원칙”의 제3요소는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증진”(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asting peace)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제3요소를 “적십자는 모든 국민 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의 역할은 “인간의 고난 경감과 예방”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증진”에 기여한다. 자유와 정의 속의 평화(peace in freedom and justice)는 인도의
발전의 기초조건(a basic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humanity) 이다.69)
뒤낭은 “이것은 진정 전쟁의 공포였다(it was indeed the horror of war)”라고 하여 평화의
이상을 갈구했다.70) 그의 제2의 궁극의 목적은 세계평화(universal peace)였다.71) 1921년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최초로 전 세계 인류에게 전쟁의 악마와 투쟁할

위의 규정 중 인간의 “존중”(respect)은 해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는 것(do not
harm, do not threaten)을 말한다.65) 존중의 대상인 “인간”은 생명, 자유, 행복 등 인간의

것을 촉구하는 공동호소를 한 바 있으며(1921년 제네바 결의 제5호),72) 192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적십자회의는 상기 호소를 주목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1923년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everything that constitutes his existence)이다.66)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은 “국제인도법”의 영역에 규정되어 있다. “제 제네바
협약” 제12조(부상자와 병자에 대한 보호와 간호), “제 제네바 협약” 제13조(포로의 인도
적 대우), 등 제14조(포로의 신체의 존중), “제

제네바협약” 제27조(피보호자의 대우), 동

제31조(피보호자에 대한 강제의 금지), 동 제32조(피보호자에 대한 처벌, 고문 등의 금지)
등은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은 “국제인권법”의 영역에도 규정되어 있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6조(근로의 권리), 동 제7조(근로의 조건),
동 제8조(노동조합결성권), 동 제10조(가족의 보호),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 제11조(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구금의 금지), 동 제12조(거주 · 이전의 자유),
동 제13조(외국인 추방의 금지) 등은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인간의 존중에 관해 규정하고

60) ICRC, supra n.59, P.7. 61) ICRC, supra n.59, p.5.
62)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 (Commentary I. Humanity, Impartiality)”
IRRC, No. 211, July 1979, p.185.
63) ICRC, supra n.59, p.5. 64) Ibid. 65) Pictet, supra n.62, p.185. 66) Ibid.
67) U
 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2/44, 8 December 1977(ICRC and LRCS,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12th ed.(Geneva : ICRC, 1983), p.397) ; Haug,
supra n.1, p.620 ; Karl Josef Partsch,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EPIL, Vol.8, 1985. pp.292-94
; M. Akehurs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 and the Law of Human
Rights.” GYIL, Vol.21, 1978. pp.150-68 ; G.IA.D. Dr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Regime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Ist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 1, 1971, pp.191-207.
68) ICRC and IIHL, 30th Sanremo Round Table Current Issues 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onduct
of Hostilities, Background Document, 2007, pp.4-5.
69) H
 aug, supra n.33,p.455 ; J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and Peace ;
The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s for Spirit of Peace,” IRRC, No, 239, March 1984, pp.67-95.
70) Andre Duraud, “The Development of the Idea of Peace in the Thinking of Henry Dunant,”
IRRC, 1986, pp.16, 35-37. 71) Pictet, supra n.62, p.186.
72) ICRC and IFRC, Handbook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13th ed.(Geneva : ICRC, 1994),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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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결의 제7호).73) 1924년 연맹총회는 모든 국가 간의 평화지배의 이익유지(maintain

위의 규정 중 “평화”(peace)는 전쟁의 부존재(the absence of war)를 뜻하며,81) 그것은

the benefits of the reign of peace among all nations)를 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무력충돌의 부존재(the absence of armed conflict)라고 할 수 있다. 적십자는 정전(just

있다.(1924년 파리 결의 제1호).74) 193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4차 국제적십자회의는

war)도, 부전(unjust war)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82)

모든 인민 간의 화해와 평화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보장(essential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peace)이라는 결의를 채택했다(1930년 브뤼셀 결의 제25호).75) 1948년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는 모든 적십자인이 평화가 수립될 수 있는
기본에 공헌하여야 한다(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n which peace can be
built)는 결의를 채택했다.(1948년 스톡홀름 결의 제54호).76) 1952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 195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 1965년 비엔나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 1969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1973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22차 국제 적십자회의는 각각 평화의 유지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77)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적십자 기본원칙”의 “인도”의
말미에 평화가 규정되게 되었다. 이로써 평시에 적십자의 평화의 이상이 충분히 실현되게

평화의 “증진”(promotes)은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전쟁 또는 무력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고난의 예방(prevention of suffering)의 의미를 갖는다.83)
VI. 일반적 행위 기준
“인도의 원칙”의 일반적인 행위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주관적 자의에 의해 인도의 원칙의
숭고한 참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뜻에 반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행위규범 대신 국제적십자회의 또는 연맹이사회 등의 결의에 나타난 일반적 행위 기준을
15개항으로 엄선하여 열거해보기로 한다. 이는 “인도의 원칙”의 행위규범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적십자의 인도적 활동은 전 · 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고통을 경감한다

규정되었다.78)
위의 규정 중 모든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우의, 협력”(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cooperating)의 증진은 이를 포괄적으로 “국제적 협력”의 증진을 의미하며, “국제적 협력”은
국제법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의
의미 내용은 1970년 10월 24일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에79) 표시된
바와 같이 (ⅰ) 힘의 위협이나 사용의 금지(prohibition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ⅲ) 타국의 국내 관할권
불간섭(non-intervention of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ⅳ) 협력의 의무
(duty of co-operation), (v) 국민의 자결권 (self-determination of people), (ⅵ) 주권
평등(good faith fulfillment of obligations)인 것이다.

80)

(제14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5호).
(2) 적십자는 모든 종류의 무력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9호).
(3) 적십자는 내전이나 사회적 · 혁명적 소요의 경우에 구호 활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9호).
(4) 적십자는 민간이나 군인의 구별 없이 또는 국적 · 인종 · 종교 · 의견의 구별 없이 모든
전쟁 희생자에 대해 구호한다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5호).
(5) 적십자는 전쟁희생자에 대해 아무런 차별 없이 질병 · 고통, 또는 곤궁을 구제할 조직
이나 기관에서 활동하는 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2호).
(6) 적십자는 전 세계의 남 · 여 및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국내외에서 인류의 고통을 경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20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46호).
(7) 적십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분야에서도 사려깊은 운동을 계획한다

73)
75)
79)
80)

Ibid. 74) Ibid.
Ibid. p.637. 76) Ibid. p.639. 77) Haug, supra n.33, p.583. 78) Ibid. p.45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XXV), 24 October, 1978.
Milan Sahov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New York :
Oceania, 1972), p.438; Gaetano Arang O – Ruiz, “Friendly Relations Resolution.” EPIL, Vol.9, 1986, pp.136-39.
81) Verri, supra n.34, p.84. 82) Pictet, supra n.62, p.189. 83) Haug, supra n.33, p.455.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34호).
(8) 적십자는 인간의 신체, 명예 및 존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모든 폭력행위, 협박 및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을 인간의 권리임을 인정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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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십자는 세계의 어느 장소나 시간을 막론하고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반되는 사태에 최대
관심을 가진다 (제30차 연맹집행위원회 결의 제24호).
(10) 적십자는 모든 인간의 상호이해, 친선, 협력 및 영속적인 평화를 유지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19호).
(11) 적십자는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정신으로 활동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호).
(12) 재해의 예방, 피해자의 구호 및 복구는 정부의 역할이며, 적십자는 이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4호).
(13) 적십자는 평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본분인 전시활동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한다 (제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2호).
(14) 적십자는 국민들의 인도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을 갖는다
(제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2호).
(15) 적십자는 원조를 지원하는 자와 원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 제9항).

제2절 공평의 원칙
I.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공평의 원칙”(principle of impartiality)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평
적십자는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
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Impartiality
It makes no discrimination as to nationality, race, religious beliefs, class or
political opinions. It endeavours to relieve the suffering of individuals, being
guided solely by their needs, and to give priority to the most urgent cases of
distress.
II. 개념
“공평의 원칙”(principle of impartiality)은 인간은 고난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별 없는 구호의 원칙(principle of relief without discrimination that human
beings in distress are equal)을 말한다.84)
“공평의 원칙”은 적십자 사상의 바로 본질(the very essence of the red cross thought)
이며,85) “인도의 원칙” 다음의 적십자 대원칙(the greatest red cross principles, after
that of humanity)이다.86) 이는 인도의 원칙과 함께 지도적 원칙(leading principle)이다.87)
공평(impartiality)은 고난의 경감과 예방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무차별(non-discrimi
nation)과 평등(equality)을 의미한다.88) 따라서 공평의 원칙은 평등의 수립을 요한다
(requires establishment of equality).89) 그리고 평등은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ⅰ) 그 하나는 어떠한 차별도 배제하는 평등(equality that precludes discrimination
of any kind)이고,90) (ⅱ) 다른 하나는 어떠한 차별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불합리한, 부정당한 또는 자의적 구별(unfair, unreasonable, unjustifiable or arbitrary
distinction)을 부정하는 평등이다.91) 전자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절대적 평등
(absolute equality)이고 후자는 상대적 평등(relative equal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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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떼(Jean Pictet)는 공평을 구성하는 개별적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무조건적이란 사람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equality), 정당한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due proportion) 그리고 공평의 원칙(princi

존엄성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성(common feature of all man)인 것이다.98) 이는

ple of impartiality)으로 구분했다.92)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의 원칙을, 정당한 비례의

창조물의 존엄성(dignity of creation)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다.99) 인간의 존엄성은

원칙은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그리고 공평의 원칙은 절대적 ·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각각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훼손될 수 있어도 파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100) 이는 절대적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에 기초한 것이며, 무차별은 인간 평등의 이상의 결과인 것이다.101)

공평의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인간의 평등은 국제인도법의 영역에 규정되어 있다. “제 제네바협약” 제12조(부상자와

of Human Rights) 제2조(차별의 금지), 동 제7조(평등한 보호)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병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와 대우) 그리고 “제 추가의정서” 제75조(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조

보장)는 각각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 규정된 차별

(권리의 무차별 보호)와 동 제4조(비상사태에서 차별의 금지)는 무차별의 원칙을 명문으로

금지의 기준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102)

규정하고 있다.
공평은 개인적 이익보다 단순한 공적인 도덕의 한 부분을 만드는 것을 공정(公正, just
and fair)이라 지칭하므로, “공평의 원칙”을 “공정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어적
의미의 변화일 뿐 의미 및 개념의 변화는 아니다.93)
III. 요소
“공평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
“공평의 원칙”의 제1요소는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equality of human beings
and equal treatment)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적십자는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는 예시적인 것(flagrant exam
ples)이며, 한정적인 것(limitative)이 아니다.94) 위의 규정 중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
한다”란 개인 간의 모든 객관적으로 차별이 무시되는 것(all objective discrimination
among individuals be ignored)을 의미하며, “모든 객관적 차별의 무시”는 개인의 평등을
뜻한다.95)
따라서 공평은 결국 평등(equality)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성, 도덕성, 책임성 그리고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조물 내의 특별한 존재(special being within creation, as a
person who has reason, morality, responsibility and love)로 이해된다.96) 따라서
인간은 무조건적 가치와 존엄(unconditional value and dignity)을 소유한다.97)

2. 비례적 구호
“공평의 원칙”의 제2요소는 “비례적 구호”(proportional relief)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비례적 구호를 “오직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의 원칙은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와 함께 “비례적 구호”를 수용하여 이를
요소로 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는 절대적 평등(absolute equality)에
입각한 것이며, “비례적 구호”는 상대적 평등(relative equality)에 입각한 것이다. 사람은
권리분야에서 평등(equality in the field of rights)하다.103) 즉 사람은 권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원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할
뿐인 것이다.
84) V
 erri, supra n.34, p.59 85) ICRC, supra n.72, p.8
86)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 Commentary (I. Humantity, II. Impartiality)”
IRRC, No.211, July 1979, p.196
87) Bindschedler – Robert, supra n.39, p.248
88)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214.
89) Ibid. 90) Ibid., p.113.
91) Natan Lerner, Group Rights and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Law (Dordrecht : Martnus, 1991), p.25.
92) Jean Pictet, Red Cross Principles(Geneva ; ICRC, 1956) ; Pictet, supra n.62, p.1.
93) Simon Blackburn, supra n.50, p.188. 94) Ibid., p.2. 95) ICRC, supra n.72, p.8.
96) Haug, supra n.33, p.456. 97) Ibid. 98) Pictet, supra n.62, p.33. 99) Haug, supra n.33, p.456.
100) Ibid; Pictet, supra n.62, p.33.
101)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ciples of the Red Cross ; Commentary(II. Impartiality, III. Neutrality)”
IRRC No.213, November 1979, p.306.
102) Haug, supra n.33, p.458.
103)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ed Cross : Commentary (II. Impartiality)”
IRRC, No.212, September 1979,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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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 중 “오직 개인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이상의 제 규정은 차별이 아니며 적절하고 적당한 보호와 조력을 목표로 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비례적 구호를 뜻하는 것으로104) 이는 고난의 정도에 따른 비례적

(aimed at appropriate and justified protection and assistance).116) 즉 “비례적 구호의

도움(help proportionate to the degree of suffering)을 의미한다.105)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 관념(absolute sense)으로 고려될 수 없는 상대적 평등

위의 규정 중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긴급한 의료적 이유만” (only urgent
medical reason)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며,106) “긴급한
의료적 이유”는 즉각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조건(condition requires immediate care)
이며,107) “즉각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조건”은 대단히 위급한 고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위급한 고통만이 우선권을 위한 유일한 기준
(sole criterion for priority)이라는 의미이다.108)

(relative equality)을 기초로 한 것이다.117) 필요의 정도의 차이 있는 자들에 대해(to those
differing degrees of need) 동일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to offer the same assistance)은
부정의로 된다(would be unjust).118)
3. 공평
“공평의 원칙”의 제3요소는 “공평”(impartiality)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술한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와 “비례적

“비례적 구호”에 따라 대단히 긴급한 필요(the urgentest need)에는 대단히 신속한
구호(the quickest relief)가 주어져야 하며, 대단히 큰 필요(the greatest need)에는 대단히
큰 구호(the greatest relief)가 주어져야 한다.109) 구호는 실질적 필요(real need)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shall be comparatively adapted).110) 그리고 비례의 조정은
직관적 인도 뿐만 아니라 정의의 요소에 기초하여야 한다(adjustment is not only based
on intuitive humanity but also on the factor of justice).111) 비례의 판단기준은 인도와
정의인 것이다. 병자 · 아동 · 임신부 · 노인은 건강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구호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에도 합치되고 정의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112)

구호”의 요소 이외에 추가적 요소로 “공평”이 요구된다.119) 삑떼도 “공평의 원칙”의 개별적
원칙의 하나로 “공평”을 제시한 바 있다.120)
“공평”은 상기 2개의 요소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121)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는 공평한 것이어야 하며 “비례적 구호” 또한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평등성과 평등한 대우”와 “비례적 구호”는 추상적 표현이다. 이를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정의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in order to achieve a just result) “공평”이 요구되는
것이다.122) 마치 일반적 추상적으로 금지된 법을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정의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형평(equity)이 요구되는 것과 같다.123)

요컨대, 구호는 구호를 요구하는 사람의 필요에 기초하여야 하고(must be based on
need) 고통의 긴급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must correspond to the urgency of the
distress)113)
“비례의 원칙”은 국제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 제네바협약” 제12조는 치료의 우선권에
관해 “치료의 순서에 있어서 우선권은 긴급한 의료상의 이유로만 허용된다(only urgent
medical reasons will authorize priority in the order of treatment to be administered)”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Ⅲ제네바협약” 제16조는 “건강상태에 따른 특전적 대우를 허용
하며…(any privileged treatment which may be accorded to them by reason of
their state of health, age 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라고 규정하고 있다.114)
그리고 “제Ⅳ제네바협약” 제16조는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해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는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the wounded and sick,
as well as the infirm and executant mothers, shall be the object of particular
protection and respect)”라고 규정하고 있다.115)

104)
105)
106)
107)
109)
110)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Haug, supra n.33, p.458.
ICRC, supra n.72, p.9.
Ibid., p.10.
Ibid., 108) Ibid.,
Haug, supra n.33, p.458.
Ibid. 111) Ibid. 112) Ibid.
ICRC, supra n.72, p.9.
J ean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 (Geneva ; ICRC, 1952), pp.139-40 ; Jean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II (Geneva ; ICRC, 1960), p.154.
Jean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V (Geneva ; ICRC, 1958), pp.134-35.
Haug, supra n.33, p.459.
Pictet, supra n.62, p.306.
Pictet, supra n.62, p.258.
Haug, supra n.33, p.459.
Pictet, supra n.62, p.53.
Haug, supra, n.33, p.460.
Ibid.
M. W. Janis, “Equity in International Law”, EPIL, Vol.7, 198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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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 행위기준

(11) 모자복지사업이 우선적이다 (제24차 연맹집행위원회 결의 제1호).

“공평의 원칙”의 일반적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제시하는 것은 주관적 자의에

(12) 지도적 · 선도적 사업계획은 적당한 시기에 국가당국에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해 “공평의 원칙”의 본래의 숭고한 진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행위규범 대신에 국제적십자회의, 국제
연맹이사회, 국제연맹집행위원회 등의 결의에 나타난 “공평의 원칙”과 관련된 행위기준 중
15개항을 발췌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적십자의 본질적 임무는 공평 · 무사하게 인류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제20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64호).
(2) 어떤 사람도 종족, 성, 출신, 종교, 언어,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에 의한 구별이나 차별
없이 근대 문명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9호).
(3) 원조는 소요되는 중요성의 정도와 긴급성의 순서에 의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5호).
(4)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재해대비와 구호를 고무하고 지원한다
(제8차 연맹총회 결의 제21호).
(5) 요원, 자금 및 물자에 대한 원조의 공평한 분배를 용이하게 하도록 바람직한 고려를 한다
(제32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28호).
(6) 기근지역에 해당되는 적십자사는 현행활동 및 재해대비 계획에 대해 가능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차 연맹이상회 결의 제4호).
(7)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및 제1차
의료사업이 중요시된다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5호).
(8) 모든 기부금 사용회계에 관해 모든 국민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8호).
(9) 적십자의 보건교육 전반에 관해 사회적 · 문화적 · 인종적 · 종교적 차이에 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23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5호).
(10) 자매사에 대한 원조는 연맹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30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0호 결의 제1호).

(제21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4호).
(13) 원조를 받은 적십자사는 구호물자의 사용분배에 관해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8호).
(14) 수혈방법은 표준화되어야 한다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47호).
(15) 신체적 · 정신적 장애자,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위한 사회사업이 중요하다
(100주년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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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립의 원칙

not an end)이나, 적십자의 효과적인 인도적 활동의 양보할 수 없는 조건(indispensable
condition of effective humanitarian action by the Red Cross)인 것이다.135)

I.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중립의 원칙”(principle of neutrality)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립은 두 대립되는 측에서 어느 측에도 도움이나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not helping or supporting either of two opposing sides).136)
III. 요소

중립
 십자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 적대 행위에 있어서 어느 편에도 가담
적
하지 아니하며, 어느 때든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립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적대행위에의 참여 포기
“중립의 원칙”의 제1요소는 “적대행위에의 참여 포기”(renunciation of participation in

Neutrality

hostile acts)이다. 이는 군사적 중립(military neutrality)을 뜻한다.137) “국제적십자운동

In order to continue to enjoy the confidence of all, the Movement may not take

기본원칙”은 “적대행위에의 참여 포기”를 “적십자는 모두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

sides in hostilities or engage at any time in controversies of political, racial,
religious or ideological nature.

적대행위에 있어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모두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는 중립의 목적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모두(all)”는 적대행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중립국을 포함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II. 개념
“중립”(neutrality)은 국제법상으로 적대행위의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뜻하는 것이나,124)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상으로 적십자가 적대행
위의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는 것과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 분쟁에 개입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125) 중립은 적대행위와 논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화의 첫 단계를 이루는 것이다(constitutes a first step towards peace).126)
“중립”은 분쟁이나 논쟁에 참여의 포기(renunciation of participation in a conflict or
altercation)와 개입의 회피(abstain from any interference)를 뜻한다.

127)

따라서 중립은

참다운 자기통제를 요구한다(demands real self-control).128) 포기와 회피의 이유는
불문한다. 그것은 자기보존과 자기주장의 의지일 수도 있고 선과 악 그리고 진실과 허위의
판단일 수도 있고 이들 양자일 수도 있다.129) 따라서 중립을 그 자체 미덕(virtue)이라고 할 수
없으며,130) 어떠한 윤리적 가치(any ethical value)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131)
힘의 자원(resource of power)이 없는 적십자로서는 인도적 사명의 수행을 위해 모두에
대한 신뢰의 확보(retention of the confidence of all)는 필수적인 것이며,132) 신뢰는
적십자의 생명(vital)인 것이다.133) “중립”은 신뢰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립의 타당근거인 것이다.134) 따라서 “중립”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수단(as a means

그 국가 소속의 국민을 포함하며, 국민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다.
위의 규정 중 “적대행위”(hostile act)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충돌(international or internal armed conflict)에 있어서의 적대행위를 뜻하며, 적대
행위는 충돌당사자를 해하는 행위(acts to harm to party to the conflict)138) 즉 적에 대한
교전자의 폭력행위(acts of violence by a belligerent against an enemy)이다. 이에는
군사적 행위(military acts)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념적 정쟁에 있어서 비군사적 행위
(non-military acts)를 포함한다.139)
124) R
 udolf L. Bindschedlev, “Neutrality, Concept and General Rules,” EPIL, Vol.4, 1981, pp.9-10;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4th ed, (New Yo가 : Macmillan, 1981), p.717 ; Verri, supra n.34, p.75.
125) Ibid., p.76. 126) Pictect, supra n.62, p.311.
127) Haug, supra n.33, p.461. 128) Pictet, supra n.62, p.311.
129) Haug, supra n.33, p.462. 130) Ibid.
131) Pictet, supra n.62, p.310 132) Haug, supra n.33, p.462. 133) Pictet, supra n.62, p.312
134) Haug, supra n.33, p.462.
135) Verri, supra n.34, pp.76-77.
136) Judy Pearsall,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Oxford : Clarendon, 1998), p.118.
137) ICRC, supra n.72, p.12; Verri supra n.34, pp.76-77. 138) Ibid., p.57.
139) Haug, supra n.33,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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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 중 “가담하지 아니한다”는 참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편에도

그러므로 적십자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세계에서(within states and in the world

공평한 무원조(impartial abstention)를 뜻한다.140) 이와 같이 군사적 중립은 충돌이나

of states) 법과 사회의 제도 수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149) 적십자는 어떠한 철학적

불안한 상황(in a situation of conflict or unrest)에 연유된 어느 당사자에 의한 적대행위를

이념적 제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이기적 인도(unselfish humanity)의 사상에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행위하지 아니하는 것(not acting in a way that could

따라 그의 사명을 수행한다. 따라서 적십자는 비이기적 인도의 영역 내에서 돕기 위한

facilitate the conduct of hostilities by any of parties involved)이다.141)

의지의 적십자 자체의 이상(own ideal of willingness to help with in the scope of

따라서 군사적 무력충돌에서 군 또는 민간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일하는 적십자 봉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군사작전을 지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must not support

unselfish humanity)의 논쟁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할 책임 또한 있는
것이다.150)
이념적 중립으로 강화된 중립은 독립의 추가적 담보(added guarantee of indepen

or hinder military operations in any way).142)

dence)를 제공한다.151)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군사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 i ) 표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will not be target) 군사목표물(military objective)을
의무부대로 둘러싸는 것

IV. 일반적 행위기준
“중립의 원칙”의 일반적 행위기준을 국제적십자회의, 국제적십자사연맹 이사회 등의

( ii ) 병원 내에 무기를 은닉하는 것

결의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중립의 원칙”의 일반적 행위기준이며 일반적 행위

( iii ) 구급차 내에 숙달된 전투원(able bodied combatant)을 수송하는 것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 열거하는 행위기준은 행위규범 그 자체는 아니지만

( iv ) 정찰임무를 위해 적십자표지를 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

143)

행위규범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도적 원조를 위한 구호활동(relief activities for humanitarian assistance)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의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144)

(1) 적십자는 어느 때든지 중립성 유지에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6호).

2. 논쟁에의 개입 회피

(2) 공정성,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 · 경제적 독립성, 보편성은 적십자운동의 초석이다

“중립의 원칙”의 제2요소는 “논쟁에의 개입 회피”(abstanin from interference of
alteration)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중립(ideological neutrality)을 뜻한다. “적십자운동 145)
기본원칙”은 “논쟁에의 개입회피”를 “어느 때든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0호).
(3) 전쟁에 가담하지 아니한 나라의 적십자사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제네바협약의 실천적
적용을 실현해야 한다 (제18차 국제적십자회 결의 16호).
(4) 정치적 논쟁이 적십자 사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의 규정 중 “어느 때든지”는 전시이든 평시이든 불문하고, 국제적 무력충돌시 국내적

(제18차 국제적십자회 결의 제10호).

무력충돌시를 불문하고, 또한 무력충돌 시와 무력 충돌 전후의 시를 불문하고 모든 시를

(5) 적십자는 통신문서, 출판, 자료, 공적 간행물 및 공식의결에서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의미한다.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품게하는 정치적 의견, 판단 또는 기타의 성명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 이외의 성격을 띤 논쟁을 포함하는

(제25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 16호).

논쟁을 의미한다.

146)

따라서 이는 적십자의 사명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의 논쟁을 뜻한다.

147)

위의 규정 중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회피
(abstention)하여야 한다는 뜻과 개입을 방지(prevention)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148)

(6) 공식적 · 비공식적 공동행동을 할 경우 적십자의 공평적 지위를 위태롭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차 국제적십자회 결의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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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간에 정치적 차이가 있어도 상호이해와 신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18차 국제적십자회 결의 제10호).
(8) 연맹회의에 정치논쟁을 도입함은 적십자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23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 14호).
(9)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서 모든 정당, 정부가 적십자의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4호).
(10) 적십자 명의로 행하여지는 호소는 오로지 적십자 사업에 관련된 목적에 한한다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41호).
(11) 적십자는 정치적 의견에 차별 없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존중을 보장한다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41호).
(12) 적십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25호).
(13) 원조는 특별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입장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 제3항).
(14) 적십자사는 정부의 외교정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 제4항).
(15) 적십자사는 사회적, 혁명적 소요의 경우 구호활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5호).

제4절 독립의 원칙
I.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독립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립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
로서 국내법규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시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Independence

The
Movement is independent. The National Societies, while auxiliaries in the
humanitarian services of their governments and subject to the law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must always maintain their autonomy so that they may
be able at all time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ovement.
II. 개념
“독립”(independence)은 타의 지배로부터의 자유(free from domination of other),152)
대외관계를 행동할 자유(free to conduct foreign relations),153) 외부에 대한 행위의
자유(liberty of action out side),154) 자신의 대내문제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권한(power
exclusively to control own domestic affairs)155) 또는 배타적인 대내적 관할권
(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을156) 뜻한다. 적십자는 자신의 대내문제를 타의
지배를 받음이 없이 배타적으로 통제할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자유”를 적십자의 독립이라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Bindschedler, supra n.39, p.12
ICRC, supra n. 72, p.12.
Ibid.
Ibid.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eds of the Red Cross : Commentary (III.Neutrality)”
RRC,No.214,January 1980, p.30.
ICRC, supra n. 72, p.13.
Haug, supra n.33, p.463.
Ibid.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 Holt, 1967), p.156.
Haug, supra n.33, p.463 ; Pictet, supra n.60, p.67.
Haug, supra n.33, p.464.
Pictet, supra n.62, p.34.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독립은 이러한 “자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분야를
불문하고 어떠한 간섭에 저항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must resist any interference)
“저항”을 뜻하며, 또한 정서적, 이념적 그리고 종교적 분야의 “저항” 뿐만 아니라 여론에
152) Shaw, supra n.88, p149
153)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London ; Pitman, 1987), p.53.
154) R
 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1, 9th ed.
(London; Longman, 1992), p.382.
155) J.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London) ; Butterworth, 1984),p.96.
156) G
 ,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s, 1976), p.44.

증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31

30

대한 독립의 “시위”(demonstrate its independence visa-a-vis public opinion)가

한다(must be free to show the way towards humanity and justice)는 의미이다.164)

추가된다.157)

그리고 이는 국가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정치적 독립), 교회와 종교활동으로부터의

독립은 "중립의 보증자(guarantee of the neutrality)"이다.158) 독립의 형태는 정치적
독립(political independence), 종교적 독립(religious independence) 그리고 경제적
독립(economic independence)으로 구분된다.159)
“국제적십자운동 규약”(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은 “독립의 원칙”을 제5조 제1항(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제6조 제2항

독립 (종교적 독립), 그리고 재정적 · 경제적 분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경제적 독립)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165) 최근에 종교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이 중요시되고 있다.166)
적십자는 재정적 압력으로부터 도래되는 어떠한 간섭도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167) 또한
적십자는 사회적 · 경제적인 어떠한 압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168)
2. 각국 적십자사의 독립
“독립의 원칙”의 제2요소는 “각국 적십자사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National

(연맹의 법적 지위)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Societies)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각국 적십자사의 독립”에 관하여 “각국

물론 “독립의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에 적용된다.
독립은 외부적 통제로부터의 자유(free from outside control)라 할 수 있다.

160)

III. 요소
“독립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적십자운동의 독립
“독립의 원칙”의 제1요소는 “적십자운동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Movement)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요소를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적십자운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component institution)
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는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모두 포함된다(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조 제1항). 국제적십자
운동(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그 자체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61) 각국 적십자사의 독립은 “국제적십자
운동 규약” 제3조 제2항에,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독립은 동 제5조 제1항에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독립은 동 제6조 제2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
운동 자체의 독립에 관해서는 동 정관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의 “적십자운동”은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뜻한다.162)
위의 규정 중 “독립적이다”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각 구성기관은 그의 의사결정, 행위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 주권적이어야 한다(must be sovereign in its decisions, acts and
words)는 뜻이다.163) 이는 적십자는 인도와 정의를 향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자유로워야

적십자사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시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기관 (component institution)의
하나로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단위이고 필수적 요소인 각국의 적십자사를 말한다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5조). 이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규정된 승인조건을 구비하여
(제4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요한다(제5조 제2항). 따라서
“제네바협약” 체약 당사국의 영토 안에 설립(제4조 제1항), 그 국가에 유일한 것이어야
하며(제4조 제2항), 적십자의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
적십자사연맹과 달리 그의 국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할 특수한 지위에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스위스 연방
국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스위스연방국가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또 스위스연방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독립의 원칙”의 제1요소인 “적십자운동의 독립”과 달리 “각국 적십자사의
독립”을 별개로 제2요소로 규정한 것이다.169)
위의 규정 중 “보조자”(auxiliaries)란 그 국가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을 보조한다는 뜻이며,
각국 적십자사 자체가 그 국가 정부의 보조기관이란 뜻은 아니다.170)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각국 적십자사는…공공당국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기구(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따라서 각국 적십자사는 모든 군의료서비스(military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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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의 보조기관이지만 그 자체 그 국가의 기관인 것이 아니다.171)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ment)을 체결할 수도 있다.176) 적십자사의 독립성 유지는 적십자사의 지도자와의 개성

하지만”은 각국 적십자사가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personality)에 의존하게 되는 바 크다.177)
( ii ) 둘째로, 유지의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① 적십자사의 사명은 적십자사 자신이 완전히

하지만 이라는 뜻이다.172)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이 뜻을 “국내법에 근거하여 그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위의 규정 중 “언제든지”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국제적 · 국내적 무력충돌시와 그 전후시를 불문하고 라는 뜻이다.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ⅰ) 첫째로, 유지와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① “각국적십
자사”가 스스로 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1946년 옥스퍼드 제19차 연맹
이사회는 “적십자사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규정(own statutes)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결의한 바 있다.

173)

② 그 국가의 “정부당국”은 적십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의 적십자사에 대한 공식적 승인을 인정하는 법령은 필수
적인 것이다.174) 그 법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요한다.
( i ) 적십자사가 그 국가의 유일한 적십자 조직일 것 (the only red cross organization)
( ii ) 적십자사가 그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치적일 걸 (autonomous in relation to the
state)
( iii ) 기본원칙에 따라 그의 활동을 수행할 것 (performs its activities in comformity
( iv )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적십자표장 사용을 규율하는 조건 (conditions governing the use of emblem)175)
결국 독립성 유지의 주체는 각국 적십자사(자체규정)와 그 국가의 정부당국(법령)이다.
필요한 경우 각국 적십자사와 정부당국은 적십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협정(agree
157) ICRC, supra n. 72, p.17.
158)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Commentary(IV.Independence)”
IRRC, No. 215, March 1980. p.71.
159)
160)
161)
162)
165)
167)
169)
171)
172)
173)

1948년 스톡홀름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ICRC and IFRC. supra n.39, p.618.)
Simon Blackburn, supra n.50, p.928.
Haug, supra n.33, p.469.
Ibid., n.31. 163) Pictet, supra n.62, pp.70-71. 164) Ibid.
Haug, supra n.33, p.468. 166) Ibid.
Pictet, supra n.62, pp.71-72. 168) Ibid.
Haug, supra n33, p.469-72. 170) Ibid., pp.472-73.
Pictet, supra n.62, pp.72.
ICRC, supra n.72, p.18.
ICRC and IFRC, supra n.72, p.617. 174) ICRC, supra n.72, p.18. 175) Ibid., pp.18-19.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어야 하고,178) 적십자사는 그의 결정, 행위, 발표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179) 국가행정의 연장(extension of the state administration)이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180) 또한 정부의 대변자(speaker for the government)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81)
② 적십자사와 정부당국의 관계와 협조(relationship and cooperation)는 적십자의
이상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흐름(the Red Cross idea and follow the principles
of the Movement)을 방해할 수 없다.182) 적십자사는 그가 특별한 구조적 · 운영적 규칙
(specific structural and operational rules)을 채택할 경우에만 정부당국의 간섭이나
통제의 시도에 대해 효과적인 저항을 할 수 있다.183)
③ 내란의 경우 적십자사는 정부의 도구(tool of the government)가 되어서는 아니된다.184)
④ 적십자사는 정부의 위임사업(governmental mandate)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185) 적십자사는 특수사업을 수락하기에 앞서 그
조건을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186)
⑤ 국내법령과 적십자사와 정부 간의 협정으로 적십자사의 총재와 의결기관의 위원이
정부당국에 의해 임명되거나 또는 최종 인증을 받게 규정될 수도 있고 정부당국의 대표가
적십자사의 의결기관의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적십자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187) 다만, 자유롭게 선출되는 적십자사의 대표들이 다수일 것을 조건
으로 한다.188)
IV. 일반적 행위기준
“독립의 원칙”의 행위 기준으로 국제적십자회의, 국제적십자사연맹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해 제시된 것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행위기준은 그 자체 행위규범은 아니지만
행위규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1) 적십자는 자치적 기구이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7호).
(2) 적십자사는 참된 민주적 기초위에 조직되어야 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7호).
(3) 적십자는 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7호).
(4) 정부의 자금은 적십자사의 독립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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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십자사는 독립성을 유지하여 봉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2호).
(6) 적십자사의 정체성이 저해를 받을 경우 연맹은 그 정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0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35호).
(7) 적십자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위탁사업에 관해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35호).

I.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봉사의 원칙”(principle of voluntary service)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봉사
적십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

(8) 인도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편의를 받을 수 있다
(제20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호).

Voluntary Service

(9) 적십자사는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It is a voluntary relief movement not prompted in any manner by desire for gain.

(제1차 연맹총회 결의 제1호).
(10) 국제적 사업을 위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다 (제14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7호).
(11) 적십자사는 정부에 대해 조세, 우편전신요금, 관세 등의 면세를 위한 입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4호).

II. 개념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는 자유의사에 의한 비이기적 역무(unselfish service)의
제공을 뜻한다. 즉 자유의사에 다른 비이익(non-profit), 비지급(unpaid)의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189) 자원봉사의 진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상 봉사이다(the quintessence

(12) 적십자인은 여행의 편의와 적십자 자금의 신속한 전달을 받을 수 있다

of voluntary service is unpaid service to other).190)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48호).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역무를 제공하는 활동에 그의 시간과 능력의 부분을 제공

(13) 적십자사는 정부와 정규적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하고(devotes part of his time and abilities) 지불이나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without

(제 2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35호).

payment or remuneration)사람이다.191)

(14) 적십자사는 국제적 사업에 관해 각국의 적절한 원조를 받기 위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다 (제14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7호).
(15) 국제적십자 가족 모두는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동하고 동시에 적십자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한다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호).

자원봉사는 인도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the most direct expression of humanity)
이고192) 또한 단결의 표현(expression of solidarity)이다.193) “봉사의 원칙”은 “인도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directly related).194)
1950년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제21차 연맹이사회 회의는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자(offers himself for any service of

176)
182)
183)
184)
185)
186)
187)
188)

Haug, supra n.33, p.472.
Ibid.
ICRC, supra n.72, p.20.
Ibid., p.19.
Pictet, supra n.62, p.78.
Ibid.
Haug, supra n.33, p.472.
ICRC, supra n.72, p.20.

177) Ibid., p.474.

178) Ibid., p.473.

179) Ibid.

180) Ibid.

181) Ibid.

his own will)이다”라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195)

189) Bindschodler – Robert, supra n.39, p.248. 190) ICRC, supra n.72, p.22.
191) Verri, supra n.34, pp.220-21. 192) ICRC, supra n. 72, p.22. 193) Ibid., p.25.
194)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 Commentary (V. Voluntary Service)”
IRRC, No.216, May 1980, p.131.
195) ICRC, and LORC, supra n.72, 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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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존재이유(raison detre)는 자원봉사의 인적차원(human dimension of
voluntary service), 적십자사의 독립의 증거(testimony of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society) 그리고 경제의 근원(source of economy)이다.196)

사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전문적 직원은 자원봉사의 능률을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적십자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전문적 직원은 적십자의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뒤낭은 솔페리노에서 봉사하였고 또 그는 봉사자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는 「솔페리노의
회고」에서 자원봉사자(volunteer helpers)의 도움에 의한 사업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제의했다.197) 1863년 제네바 국제회의(Geneva International Congerence)는 봉사의무
요원(voluntary medical personnel)의 훈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198)

1906년의 “제네바협약”은 자원봉사단체(voluntary aid societie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조), 1949년의 “제 제네바협약”도 자원봉사단체(voluntary aid societie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6조).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적십자사는 봉사원과 직원
(voluntary members and their staffs)으로 구성되는 자율적인 국가조직(autonomous
national organiz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봉사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spirit of service will be happy in making
others happy).199)
III. 요소
“봉사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원봉사
“봉사의 원칙”의 제1요소는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은 “자원봉사”를 “적십자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자발적”이란 모든 적십자기구의 회원자격과 이들의 활동이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free decision and choice)에 기초한 것을 의미한다.200) 즉 회원
자격과 활동 양자가 모두가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호”란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goods)의 제공은 기부
(donation)로 이는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원봉사자(volunteer)는 재화를 제공
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과 능력의 일부를 제공하는 (devotes part of his time and abilities)
자인 것이다.201)
적십자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적십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봉사의 원칙”은 “독립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202)

한편 적십자는 자원봉사자 이외의 전문적 직원(professional staffs) 없이는 그의 인도적

양자의 조화적 협력(harmonious cooperation)이 요구된다.203)
“자원”(voluntary)이란 한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하고 주고 행동하는 것(done,
given or acting of one’s own free will)이라고204) 정의할 수 있다.
2. 비이익성
“봉사의 원칙”의 제2요소는 비이익성(disinterestness)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은 이 “비이익성”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어떠한 형태로든”은 부적절한(inappropriate) 모든 형태를 뜻한다.205)
부적절한 형태는 적십자운동의 목적인 고난과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와 원조
(protection and assistance)에 반하는 이익, 이득, 그리고 혜택(interests, benefit and
advantage)을 의미한다.206) 즉 원인과 과업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not justified by the
cause and task) 이익, 이득 그리고 혜택을 말한다.207)
위의 규정 중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 한다”란 넓은 의미의 비이기(unselfishness)를
뜻한다. “비이기의 원칙”(principle of unselfishness)은 자신의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has no interest of its own)원칙이다.208) 이는 주어진 도움에 대한(in respect of the
help given) 무료봉사의 원칙(principle of free service)을 뜻한다.209) 필요한 진정한 이익
(real interest)은 가능한 한 최대다수를 위한 가능한 최대의 선(the greatest possible
good for the greatest possible number)이므로 자신의 이익은 결코 최대의 선이 될 수
없는 것이다.210)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7)
210)

ICRC, supra n.72, pp.22-24.
ICRC(Published), Henry Dunant, A Memory of Solferino , English version(Geneva ; ICRC,1986), p.127.
ICRC and LRCS, Handbook of the Red Cross , 10th ed.(Geneva; ICRC and LRCS, 1953), p.3.
Pictet, supra n.194, p.139.
Haug, supra n.33, p.475.
Verri, supra n.34, p.120.
Haug, supra n.33, p.475.
Ibid., pp.478-79.
Judy Pearsall, supra n.136, p.2071. 205) Ibid., p.479. 206) Ibid.
Ibid., p.480. 208) Pictet, supra n.194, p.137. 209) Haug, supra n.33, p.480.
Pictet, supra n.194,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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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운동이 모두에게(to all)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호와 원조가 무료로

(4) 적십자의 피해자에 대한 봉사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211) 무료란 어떠한 물질적 보상(any material award)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212) 이 의미에 관해 주의를 요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4호).
(5) 적십자의 봉사적 성격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존중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호).

첫째로, 무료봉사는 “주어진 도움에 대해서”이다.213) 이는 “주어진 도움의 수혜자(bene
fitee)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주어진 도움의 수혜자
이외의 자”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자원 봉사자가 독지가로부터 수당을 받거나 교통비, 식비 등을 받는 것은 무료봉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비이기의 원칙은 적십자가 대비, 효율적 관리 그리고 사회적 정의(providence,
effective management and social justice)의 원칙을 존중하고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214) 예컨대, 봉사자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적십자사가 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격려금, 장려금, 연구개발비 그리고 성과금 등을 수령하는 것은 “비이기의

(6)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에 따라 활동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호).
(7) 모든 계층으로부터 봉사원을 모집해야 한다 (제18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9호).
(8) 봉사원은 지역사회의 이해에 공헌하고 지역사회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8호).
(9) 봉사원에 부합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8호).
(10) 적십자사는 자격 있는 사회사업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55호).

원칙”, 즉 “무료 봉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비이기의 원칙”은 물질적 보상이 아닌 봉사자 자신의 내적 만족(internal
satisfaction)과 봉사자 이외의 자에 의한 외적 승인(external recognition)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15)

예컨대, 봉사자가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의

체득이나 봉사자에 제3자가 주는 격려, 찬사, 호평 그리고 포상 등은 “비이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IV. 일반적 행위기준

(11) 적십자사는 연맹 직원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제34차 연맹 이사회 결의 제18호).
(12) 적십자사는 직원 및 봉사원들이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7호).
(13) 적십자사는 봉사활동에 관한 봉사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8호).
(14) 적십자사는 봉사원들이 자신들의 과제를 결정, 조직 및 수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제24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3호).

“봉사의 원칙”의 행위기준으로 국제적십자회의, 국제적십자사연맹이사회 등의 결의에
표시된 것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행위기준은 그 자체 행위규범은 아니나 행위

(15) 봉사원은 적십자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결속을 위한 자신들의
일의 특징이기도 한 의무에 충성과 헌신을 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규범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제24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1호).

(1) 적십자는 봉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 봉사사업이다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9호).
(2) 봉사자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참여하며, 본인의 자유의사로 자발적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다 (제21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4호).
(3) 봉사원은 무급 직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21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4호).

211)
212)
213)
215)

Haug, supra n.33, p.480.
Ibid.
Ibid. 214) Ibid.
Pictet, supra n.62,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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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단일의 원칙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219)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요소를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 규정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단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각 국가”의 “국가”는 단일국가(unitary state)인 경우는 그 국가이고, 연방
국가(federal state)의 경우는 상방(上防)만이 국제법의 주체이므로220) 상방인 연방을
뜻하고, 국가연합(confderal state)의 경우는 하방(下防)이 국제법의 주체이므로221) 하방인

단일

국가를 말한다. 분단국가(divided state)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분단체인 국가를 말한다.222) 그리고 “국가”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제네바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 걸쳐서 맡은 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약에 효력이 미치는 국가임을 요한다(제4조 제1항).
위의 규정 중 “하나의 적십자사”의 “적십자사”는 중앙통제체(central directing body)의

Unity
 here can be only one Red Cross or one Red Crescent Society in any one
T
country. It must be open to all. It must carry on its humanitarian work throughout
its territory.

통제를 받는 것임을 요한다.223)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적십자사의 승인조건의 하나로
유일하게 대표할 자격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제4조 제2항)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는 지역적 또는 지방적 조직(regional or local organization)을 가질 수 있으나

II. 개념
“단일의 원칙”은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인정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어떤
국가에도 단 하나의 적십자사(a single Red Cross in any country)의 원칙을 뜻한다.

216)

이는

조화적인 협조를 위해 동일한 장중(掌中)에 적십자사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it is essential to concentrate its energies and resources in the same hand
for the sake of harmonious co-operation)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원칙이다.217)
1863년 제네바국제회의(International Genera Conference)는 그의 결의에서 “각 국가

중앙집권적 구도를 가진 동일성과 단일성(uniformity and unity)을 가질 것임을 요한다.224)
“하나의 적십자사”의 “하나”는 행정의 단일성(unity of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225)
단일의 행정적 중앙기구만이 인적, 물적 자원의 조화로운 협조를 확보(ensure hamonious
cooperation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할 수 있기 때문이다.226) 그리고
“하나”는 인도적 봉사단체의 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27) 왜냐하면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이 효력이 미치는 국가의 영역
안에 설치됨을 요하나 “제I제네바협약” 제26조, “제III제네바협약” 제63조, “제IV 제네바

(each country)에는 군의료기관을 도울 하나의 위원회(a committee)가 설립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제1조).218) 1986년의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적십자사의 승인
조건에 관해 “유일한 적십자사이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III. 요소
“단일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각 국가에 하나의 적십자사의 존재
“단일의 원칙”의 제1요소는 “각 국가에 하나의 적십자사의 존재”(existence of one
national Society in each country)이다. 이는 적십자사의 신뢰성(credibility)을 보장하기

216) Bindschedler – Robert, supra n.39, p.248
217)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Commentary(VI, Unity)”
IRRC, No.217, July 1980, p.194.
218) ICRC and LORC, supra n.198. p.3.
219) ICRC and LORC, supra n.72. p.27.
220) Walter Rudolf, “Federal States,” EPIL, Vol. 10, 1986, pp.165-67.
221) Wilfried Fiedler, “Confederations and Other Unions of States,” EPIL, Vol.10, 1986, pp.61-62.
222) 동
 서독의 경우 동독과 서독을 각각 국가로 보아 각각의 적십자사를 승인했으며, 남북한의 경우도 남한과 북한을 각각 국가로 보아
각각의 적십자사를 승인했으나, 중국의 경우는 분단체인 대만을 국가를 보고 있지 않다.

223) Haug, supra n.33, P.482. 224) Ibid
225) ICRC, supra n.26, p.27. 226) Ibid
227) Pictet, supra n. 62,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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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42조 그리고 “제I추가의정서” 제81조는 각각 “기타 자원 원조단체” (other

위의 규정 중 “그 나라”는 그 적십자사가 존재하는 영토의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십

voluntary aid societies) 또는 “기타 인도적 조직”(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이

자사의 설립을 승인한 정부의 국가를 의미함을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4조 제3항의

정부에 의해 승인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십자사는 봉사단체로서 유일한 것이

“...그 나라의 합법적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명백하다.

아니기(not only one) 때문이다.

228)

그러므로 적십자사의 독점적 지위(monopoly status)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229)
2. 회원, 조력자, 직원의 무차별 공개
“단일의 원칙”의 제2요소는 “회원, 도움이, 직원의 무차별 공개”(open without
discrimination of members, helpers and staffs)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영토 전역에 걸쳐서”는 논리적으로 보아 적십자사의 단일성(singleness)을 뜻하는
것으로 그 국가의 모든 영역(every where) 그리고 모든 부분(all parts)에 걸쳐를 의미
한다.237) 그러나 대도시와 산간 지역 간의 그리고 산업화 지역과 농업 지역 간의 적십자사의
활동의 차이는 인정된다.238) 그리고 “전 영토”는 지방적 지역적 구획(local and regional
sections)을 통해 확보되게 된다.239)

이 요소를 “적십자사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십자 운동

“전 영토”에 점령지역(belligerent occupied territory)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점령지역은

규약”은 “봉사원과 직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인종, 성별, 계급,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를

국제법상 점령당국의 소속국가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령기간이 장기화되게

고려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되면 점령국가의 영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적십자사의 개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의 규정 중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에서 “적십자사”는 적십자사의

영토의 일부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적십자사는 그 지역이 활동이

회원, 조력자 그리고 직원 등 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의 수행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

확장될 때 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한 승인이 연기되게 된다.240) 그러나 그 승인을 받을

한다.230) “모든 사람에게”는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인종

때까지의 중간기간 적십자사의 실질적 활동이 방해되지 아니한다.241)

에게, 모든 성에게, 모든 계급에게, 모든 종교에게 그리고 모든 정치적 견해를 가진 자에게
말한다. 동 조항에 “국적”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모든 국적자에게, 즉 모든 내국인과 모든

적십자사는 외국의 동의 없이 그 외국에 한 부서(a section)를 설치하거나 또는 사절단
(mission)을 파견할 수 없다.242)

외국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231) 다만, 전문적 일(professional work)의 종사자에
관해서는 그 분야에 관한 지식, 능력 그리고 자격 등이 고려될 수 있다.232) 그리고 도덕적
특성에 근거하여(on ground of moral character) 또는 능력에 근거하여(on ground of
ability) 개인을 배제할 수 있다.233)
위의 규정 중 “개방되어야 하며”에서 “개방”은 회원, 조력자 그리고 직원 등 모집(recrui
ting)에 무차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국가의 모든 영역과 모든 주민(all part of
country and whole population)에게 무차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234) 그리고 “개방”은
회원자격과 참여(membership and participation)에 있어서 개방을 뜻한다.235)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democratic principle)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236)
3. 국가의 영토 전역에 걸친 인도주의 사업
“단일의 원칙”의 제3요소는 “국가의 전 영토에 걸친 인도주의 사업”(humanitarian
activities throughout the whole national territory)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제3요소를 “그 나라 영토 전역에 걸쳐서 맡은 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Haug, supra n.33, p.483.
Ibid.
Ibid., pp.483-84.
Ibid., p.483.
Ibid., p.484.
Pictet, supra n.217, p.195.
Haug, supra n.33, p484.
Ibid.
Ibid.
Ibid., p.485.
Ibid.
Ibid.
ICRC. supra n. 72, p.26.
Ibid.
Pictet, supra n. 217,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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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보편의 원칙

이다.250) 적십자사가 몇 국가에만 존재한다면 뒤낭에 의해 제안된 과업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업은 단결, 상호성 그리고 국제적 협조에 기초하고 있으며(based on

I. 규정

solidarity, reciproc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들의 기반은 보편성이기 때문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보편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ty)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다.251)
“보편의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 내에서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요구

보편

하는 의미를 갖는다.252) 즉 국제적십자운동의 각 구성기관은 다른 구성기관에 대해 책임을

국제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진다는 의미이다.253) 보편은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성(applicable to all cases)을 의미

돕는데 있어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한다.254)

Universality

III. 요소

 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in which all Societies
T
have equal status and share equ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in helping each
other, is worldwide.

“보편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범세계적 운동
“보편의 원칙”의 제1요소는 “범세계적 운동”(worldwide movement)이다. “국제적십자

II. 개념
보편(universality)은 세계적 틀(global framework)을 의미한다.

243)

보편은 전방성(all

round character, 全方性)과 전재성(omnipresence character, 全在性)이라는 특성을
갖는다.244)
아무런 제한이 없는 보편을 절대적 보편(absolute universality)이라 하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 보편을 상대적 보편(relative universality)이라 한다. 적십자의 보편은 절대적 보편의
예이며, 출자액에 따른 차별이 있는 IMF와 IBRD의 보편은 상대적 보편의 예이다.

245)

적십자의 보편성은 1863년의 제네바국제회의(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의
결의에 규정되어 있으며(제5조)246)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도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동 정관은 적십자사의 승인 조건의 하나로 “제 제네바협약”이 적용되는 독립된 국가의 영토
내에 설립될 것임을 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제 제네바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되어 있으므로(제6조) 결국 동 규약은 적십자의 보편성을 규정한 것
이다.247) “제 제네바협약”에는 모든 적십자사의 소속국이 가입하여 동 협약은 적용에 있어서
보편성을 갖고 있다.248)
인간이 어디에 있든 그가 누구이든 적십자가 봉사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보편성이 요구
된다.249) 즉 고난의 보편성(universality of suffering)을 인정하는 것이 적십자의 보편성

운동 기본원칙”은 이 제1요소를 “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범세계적”이란 지리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국가(all states)와 그 국가의
영토 전역(whole territory)을 뜻하며, 이념적으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 인도성
(unconditional and unrestricted humanity)과 모든 측면의 무차별 도움(all sided nondiscriminatory assistance)을 의미한다.255) 결국 “범세계적”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
대한”(to all men, in all country)을 뜻하며 “모든 나라”는 지구 상의 모든 곳(everywhere
on the surface of the earth)을, “모든 사람에 대한”은 적십자의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to all who ask assistance of the Red Cross)을 의미한다.256)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1)
254)
255)
256)

Schwarzenberger and Brown, supra n.156, p.262.
Haug, supra n.33, p.486
Schwarzenberger and Brown, supra n.156, p.212.
ICRC and LRCS. supra n.198. p.3.
Pictet, supra n.62, pp.408-409.
ICRC, supra n.72, p.30.
Ibid., p.31. 250) Ibid., p.30.
Ibid., p.31. 252) Ibid., p.30. 253) Ibid., p.34.
Judy Pearsall, supra n.136, p.224.
Haug, supra n.33, p.486.
J ean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Commentary(VIL Universality)”
IRRC. No. 218, September 19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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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적십자사의 평등권
“보편의 원칙”의 제2요소는 “모든 적십자사의 평등권”(equal rights of all National
Societies)이다. 적십자사의 평등은 국가의 평등과 일치한다(conformity with the
equality of state).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이 제2요소를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동등한 지위”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의결기관(statutory body)인 국제적십자
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와 국제적십자 대표자회의(The
Council of Delegates of the Red Cross)에서 각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국제적십자
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대표와 같이 동등한 단일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며(국제
적십자운동 규약 제9조, 제13조),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연맹총회에서 각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등한 단일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국제적십자사연맹헌장 제8조 제1호).
이 동등한 투표권은 적십자사의 회원, 직원의 규모, 재정능력, 물질적 수단 그리고 활동과
범위에 무관한 것이다.257)
각국 적십자사는 법적 평등(de jure equality)이 사실상 불평등(de facto inequality)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is not distorted) 확보해야 한다.258)
3. 결속의 의무
“보편의 원칙”의 제3요소는 “결속의 의무”(duty of solidarity)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은 이 제3요소를 “서로 돕는데 있어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중 서로 돕는데 있어서 “서로”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기관(component
institution)인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 뿐만 아니라 기타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인도적 조직 상호 간을 뜻한다.259) 그리고 “돕는데”는 무력충돌과 소요
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해와 기타의 재해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260)
위의 규정 중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란 상호 협력(cooperation)을 도모하고 결속
(solidarity)을 격려하고 강화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61) 그리고
이는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상호 간 뿐만 아니라 이 이외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인도적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요구된다.262) 물론 각국 적십자사는 상호 도와야 할 의무를 진다.263)

보편의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각 구성기관이 그의 다른 구성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264) 그들 중 어느 하나의 실패나 부작위(failings or omissions)는
적십자 가족 전체(the whole of the “family”)에게 영향을 미친다.265)
IV. 일반적 행위기준
“보편적 원칙”에 관해 국제적십자회의, 국제적십자사연맹이사회 등의 결의에 표시된
일반적 행위기준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는 세계시민의 상호 이해, 친선 및 협력을 공고히 한다
(제26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 1호).
(2) 적십자사는 모든 나라의 적십자사와 접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 1호).
(3) 적십자는 모든 종류의 무력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7호).
(4) 적십자는 유엔과 그 전문기구의 보호 하에 조직된 상당수의 캠페인을 지지한다
(제84차 연맹집행위원회 결의 제31호).
(5) 적십자사는 적십자 사업에 관한 각국의 적절한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정부와 교섭
해야 한다 (제14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7호).
(6)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과 국제인도법의 제 원칙의 철저한 연구와 그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1971년 인도 제31차 적십자 대표자회의 결의 제2호).
(7) 재해국 적십자사는 타국 적십자사의 국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 기타 어떠한
형태의 원조를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4호).
(8) 일국의 적십자사가 요청하지 아니한 구호물자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타국 적십자사
또는 연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24호).
(9) 연맹의 모든 직원들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34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8호).
(10) 적십자는 활동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 제5항).
(11) 외국 주재 적십자사는 주재국의 법률과 행정조치를 존중한다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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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기구의 표준화에 관한 제안을 이용한다 (제21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8호).

제8절 기본원칙 상호 간의 관계

(13) 개도국의 재해구호, 보건복지사업, 청소년활동 등은 이에 관계있는 조직, 기구와 협의

상기 7개의 기본원칙은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관계와 상호 위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제84차 연맹 집행위원회 결의 제31호).
(14) 적십자사는 난민에게 보내는 기증품에 대한 면세를 정부당국과 절충한다
(제12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제4호).
(15) 적십자사는 관계있는 세계보건기구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제26차 연맹이사회 결의 제19호).

관계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성격상 제8절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에서 논해야
할 것이나 여기 8절에서 기본원칙 상호관계를 논하도록 한다.
I. 상호 연관관계
1. 상호 연관관계266)의 의의
7개의 기본원칙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 원칙이 개별적으로 국제
적십자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관계의 구조에 따라 각각 그 기능을 수행
하는 것 이다.
2. 상호 연관관계의 특성
이 상호 연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 상호 협조관계
7개의 각 원칙은 독자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있는 협조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7개의 각 원칙은 상호 상하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협조
관계에 의해 국제적십자운동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상호 평등관계
7개의 각 원칙은 상호 평등관계에 있는 것이고 상하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호 평등관계에 의해 상호협조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 상호 통합관계
7개의 각 원칙은 상호 평등하고 따라서 상호 협조관계에 있으므로 이 연관관계는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Haug, supra n.33, p.487.
ICRC, supra n.72, p.34.
Haug, supra n.33, pp.489-90.
Ibid., p.489.
Ibid., p.596.
Ibid.
Pictet, supra n.256, p.253.
ICRC, supra n.72, p.34.
Ibid.

수많은 원칙 상호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7개의 원칙이 다른 6개의 원칙과의 관계
이므로 그 관계는 7*6 = 42. 42개의 관계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266) ICRC,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Ethics and tools for humanitarian action (Geneva : ICRC, 2015), p.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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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연관관계의 그림

Ⅱ.상하 위계관계

상호 연관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상하 위계관계267)의 의의

INTERCONNECTED PRINCIPLES:
In what ways do the Fundamental Principles rely on each other?
HUMANITY

7개의 원칙은 모두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7개의 원칙이 각기 상호충돌의 경우 상위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상하 위계
관계라 한다.
2. 상하 위계관계의 특성

UNIVERSALITY

IMPARTIALITY

이 상호 연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 상하 질서의 구성
7개의 각 원칙은 상원칙과 하원칙의 관계에서 상원칙이 하원칙에 우선하는 질서로

VOLUNTARY SERVICE

INDEPENDENCE

구성되어 있다. 어느 원칙이 상위의 원칙이고 어느 원칙이 하위의 원칙인지의 가치
판단을 하여야 할 어려운 과제를 남기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보편의 원칙과 중립의
원칙이 충돌하였을 경우 어느 원칙이 상위 원칙이냐를 결정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기는
특성을 갖는다.

UNITY

NEUTRALITY

나. 제한적 연관관계
7개의 원칙은 다른 6개의 원칙과 관계되는 모든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원칙과
하원칙 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이다. 상호 연관관계와 달리 모든 원칙 상호

To act on the Principle of humanity entails upholding all the principles. But the ability to
be impartial – that is to help those most in need, whoever and wherever they are – is
essential. To put impartiality into action, the Syrian Arab Red Crescent needed to show that
the voluntary service of people at the branch level to put humanity into action. Having
branches in all parts of the deeply divided country and being open to all Syrians – as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unity – enabled the Syrian Arab Red Crescent to assert its operational
work impartially and neutrally on all sides of the battle lines. And because the Syrian Arab
Red Crescent is connected to a worldwide network, it could show that it was connected to
universal humanitarian goals and ideals, not to any local political agenda. In this sense,
unity and universality created the necessary pre-conditions for impartial, neutral and

관계가 아니라 상위 원칙과 하위 원칙의 관계에 한정되는 제한적인 관계이고 상대적
관계이다.
다. 상호 당위관계
7개의 원칙은 상원칙과 하원칙의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원칙이 상원칙이고 어느 원칙이 하원칙인지 원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된다. 상위원칙이 당위원칙으로 인정되어 하위원칙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원칙이다.
라. 상호 위계관계의 그림
상호 위계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Geneva; ICRC, 2015), p.89)

2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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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CTET’S PYRAMID

(2) PICTET’S PYRAMID revised by professor KIM.

PICTET'S PYRAMID

KIM’S PYRAMID

HUMANITY

HUMANITY
IMPARTIALITY

NEUTRALITY

IMPARTIALITY

INDEPENDENC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according to Pictet,
help us turn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VOLUNTARY SERVICE

UNITY

UNIVERSALITY

NEUTRALITY

INDEPENDENC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according to Pictet,
help us turn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VOLUNTARY SERVICE

UNITY

UNIVERSALITY

Voluntary service, unity and universality are the foundations on which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organizations are built and which enable them to uphold the other principles.

Voluntary service, unity and universality are the foundations on which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organizations are built and which enable them to uphold the other principles.

Pictet, whose 1979 commentaries on them are still used. Pictet suggested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can be arranged in a pyramid. Humanity is at the
top, as the over-arching and essential Principle, along with impartiality, which

Pictet, whose 1979 commentaries on them are still used. Pictet suggested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can be arranged in a pyramid. Humanity is at the
top, as the over-arching and essential Principle, along with impartiality, which

* 수정 PICTET’S PYRAMID 의 이유
인도와 공평은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의 상위의 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인도와
(ICRC,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Geneva; ICRC, 2015), p.7.)

공평이 동위의 상위가 아니라 인도는 공평의 상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
전체의 최상위이므로, 중간에 구획선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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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법적 의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법적 의무를 (ⅰ)국제적십자사연맹(the International
Fedf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이하 “연맹” 이라 한다)의
회원인 각국 적십자사(National Red Cross Society)의 의무와 (ⅱ)1949년의 제네바협약
(1949 Geneva Conventions)과 1977년의 추가의정서 (1977 Additional Protocols)의
체약당사자의 의무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제1절 각국 적십자사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I. 연맹헌장 및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수락한 것이다. 따라서 연맹 회원인 적십자사는 “연맹헌장”을 준수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각국 적십자사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상기 연맹회원인 각국 적십자사의 “연맹헌장”의 제 규정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연맹
회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연맹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확인
“연맹헌장”은 “연맹회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연맹의 회원인 각국 적십자사의 “국제적십자사연맹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the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t Societi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이하 “연맹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s Cross and Red Crescent

헌장”이라 한다)268) 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준수의 의무를 (ⅰ) 각국 적십자사의

Societies, affirm their attachmen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연맹헌장 준수의 의무와 (ⅱ) 각국 적십자사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로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후자는 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전문). 이 규정에 의거 연맹 회원인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할

1. 각국 적십자사의 연맹헌장 준수의 의무
“연맹헌장”은 “연맹회원이 되고자 하는 승인된 적십자사는 연맹 총재에게 신청하여,

의무가 있다.
나. 인도주의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공식적으로 연맹헌장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any recognized National Society

“연맹헌장”은 “적십자운동의 구성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자체의 규정과 국내법 및

wishing to become a member of the Federation shall apply to the President of

국제적십자운동 규약과 기본원칙에 따라 그의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한다(Members

the Federation shall apply to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and shall undertake

of the Federation shall be National Societies, carrying out their humanitarian

to respect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activities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statuted and national legislation and

이 규정에 따라 적십자사는 연맹에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연맹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맹회원이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Movement and the Fundamental

되게 되면 “연맹헌장”을 수락한 것으로 되게 된다. 따라서 연맹회원이 된 적십자사는 “연맹

Principles)”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연맹 회원인 각국

헌장”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연맹헌장”상 의무가 있다.

적십자사는 그의 인도주의 활동을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또한 “국제적십자사 · 적신월사연맹 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이하 “연맹절차규정”이라
한다)”은

269)

연맹 가입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연맹헌장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총회와 관리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a written statement in which the
applicant Society acknowledgement having token cognizance of the Constitution)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정2,2.2.d.). 이 각서에 의해 적십자사는 “연맹헌장”의

의무가 있다.270)
268) 1
 950년 연맹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1987년 1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개최된 제6차 연맹총회에서 수정 채택되고, 1991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8차 연맹 총회에서 수정 채택되었다(ICRC and IFRC, Hand book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13th ed.(Geneva:ICRC,1994),P.453).Text in ibid ., pp.453-8.
269) 1
 977년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연맹이사회 제34차 회기에서 채택되고, 1979년 10월 연맹총회 제1차 회기와
1981년 11월 연맹총회 제11차 회기에서 수정되고, 1987년 11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개최된 연맹총회 제6차 회기에서
채택되고, 1991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8차 연맹총회와 1993년 10월 영국 버밍함에서 개최된 제9차 연맹
총회에서 1993년 10월 영국 버밍험에서 개최된 제9차 연맹총회에서 수정 채택되었다(ICRC and IFRC, supra n:266, p.483).
Text in ibid.,pp,483-516.
270) Hans Haug, Humanity for All(Berne : Henry Dunant Institue, 1993),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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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십자활동에 있어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연맹헌장”은 연맹회원인 각국 적십자사의 의무의 하나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 준수의 의무를 “적십자사의 활동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그
산하 기관들이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할 의무(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are carefully obser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ociety
and that non of its subordinate bodies offend against those Principles)”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해 각국 적십자사와 그 산하기관은 적십자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271)
라.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을 의무
“연맹헌장”은 연맹 회원인 각국 적십자사의 연맹회원 자격 정지 사유의 하나로
“적십자사가 이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가입 조건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특히 해당 적십자사의 정관 개정으로 더 이상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if the
Society no longer fulfills all the condition, for admission provided for in this
Constitution, in particular if because of modification of its Statutes, they are
no longer in conformit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를 열거하고 있다
(제7조 제3항).
적십자사가 연맹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맹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가입신청서에는 적십자사의 정관이 첨부되어야 한다(연맹절차규정 규정
2, 2.2.). 그리고 “국제적십자운동 규약”(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이하 “적십자운동 정관”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승인 조건의 하나로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have an autonomous status which allow it to 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ovement)”라고 규정
하고 있다(제4조 제4항). 따라서 연맹회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관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정관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 할 의무
“연맹헌장”은 각국 적십자사의 연맹회원 자격 정지 사유의 또 하나로 “적십자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 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기본원칙의 어느 부분이든 위반한 경우
(if the Society on its own initiative or under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of its country contravens any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를 열거하고
있다(제7조 제3항). 위의 규정에 따라 연맹회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272)
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연맹헌장”은 각국 적십자사의 연맹회원 자격 정지 사유의 또 다른 하나로 “적십
자사가 연맹과의 관계를 기본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배치되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if the Society uses its connection with the Federation for a purpose which
is not conformity with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를 열거하고 있다
(제7조 제3항). 위의 규정에 따라 연맹회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연맹과의 관계에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대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273)
사.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의무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적십자운동 구성기관(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은 항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고 “적십자
운동 구성기관은 현 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며 항상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하며,…(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while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 within the limits of the present Statutes, act at all time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
항). 위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의 하나인 각국 적십자사(제1조 제1항)
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의무가 있다.
아.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할 의무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은 적십자사 승인 조건의 하나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있어서 국제인도법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Movement and be guided in its work b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열거하고 있다(제4조 제10항).
위의 규정에 따라 연맹 회원인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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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것을 보장하는 것(guarantees that the action of Red Cross Societies
will be of an essentially humanitarian character)이므로274) 간접적으로

1. 제네바협약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가. 적
 십자원칙에 적합한 활동을 할 의무
“전지에서 있어서 군대의 상병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협약(Geneva

적십자사가 적십자원칙에 따라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 추가의정서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가.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인도적 활동을 수행할 의무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of 12 August 1949, 이하 “제 제네바협약”이라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한다)”은 각국 적십자사의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의 사용조건의 하나로 적십자 원칙에

관한 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적합한 활동을 함을 요한다고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또는 적사자태양사)는 평시에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가 정하는 제 원칙에 적합하는

Conflicts, of 12 June 1977, 이하 “제Ⅰ추가의정서”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인도적

그들의 기타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National Red

활동 수행에 정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충돌당사국은 각기

Cross(Red Crescent, Red Lion and Sun)Societies may, in time of peace in

자국의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들이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의 규정과 국제적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b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을 위한 그들의 인도적

Conferences)”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위의 규정은 각국 적십자사가 적십자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the parties to the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조건을 규정한 것이지만, 이는 바람직한 판단기준을 제공한 것

conflict shall grant to their respective Red Cross(Res Crescent, Red Lion

(offer the desired yardstick)으로 간접적으로 각국 적십자사가 기본원칙에 적합한

and Sun)organizations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carry out the humanitarian

활동을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ctivities in favour of the victims of the confli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ditions and this Protocol and Fundamental Principles

나. 적십자원칙에 따라 활동을 수행할 의무

of the Red Cross as formula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the Red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ve

Cross)”라고 규정한 것이다.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2 August 1949, 이하

나.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

“제Ⅳ제네바협약”이라 한다)”은 점령지역에서의 각국 적십자사의 활동 수행의 조건
으로 적십자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승인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

“제 추가의정서는 적십자사가 충돌희생자에게 제공하는 원조가 충돌 당사국으로

태양사)는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적십자원칙에 따라 그들의 활동을 수

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적십자

행할 수 있다. 기타 구호단체들은 동일한 조건 하에 인도적 활동의 계속을 허용받

(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 및 적십자사 연맹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 규정과 국제

는다(recognized National Red Cross(Res Crescent, Red Lion and Sun)

적십자 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에

Societies shall be able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Red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the High Contracting

Cross principles, as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Res Cross Conferences,
Other relief societies shall be permitted to continue their humanitarian
activities under similar conditions)”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제1항). 위의
규정은 미점령지역에서 적십자사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것
이지만 이 규정은 적십자사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271)
272)
273)
274)

Ibid.
Ibid.
Ibid.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V(Geneva:ICRC, 1958),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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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and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facilitate in every possible
way the assistance which Red Cross(Res Crescent. Red Lion and Sun)
organization and 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extend to the victims

제2절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체약당사자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
I. 각국 적십자사의 의무

of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and this

전술한 바와 같이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상 각국 적십자사는 (ⅰ)적십자원칙에 적합한

Protocol and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Res Cross as formulated

활동을 할 의무(제 제네바협약 제44조), (ⅱ)적십자원칙에 따라 활동을 수행할 의무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the Red Cross)”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Ⅳ제네바협약 제63조 제1항 a), (ⅲ)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인도적 활동을 수행할 의무

(제81조 제3항). 위의 규정은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원조가 충돌 당사국으로부터

(제 추가의정서 제81조 제2항), 그리고 (ⅳ)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원조를 제공할 의무

편의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지만, 이는 간접적으로 적십자사가

(제 추가의정서 제81조 제3항 )가 있다.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에게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들 각국 적십자사의 의무는 “각국 적십자사”의 의무이며,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다. 체약당사자는 상기 (ⅰ)에 관하여 적십자 명칭 및 표장
사용은 금하지 아니할 의무, 상기 (ⅱ)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활동을 금하지 아니할 의무,
상기 (ⅲ)에 관하여 적십자사가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 그리고
(ⅳ)에 관하여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적십자 기본원칙을 준수할 직접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II. 체약당사자의 간접적 의무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 규정(제 제네바협약 제44조, 제Ⅳ제네바협약 제63조
제1항 a, 제 추가의정서 제81조 제2항, 제 추가의정서 제81조 제3항)은 체약당사자에게
적십자원칙을 준수할 직접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거로
상기 제 규정은 체약당사자에게 적십자원칙 준수의 간접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상기 제 규정이 “적십자원칙을 인용한 것은 적십자의 활동이 보편적으로 인도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the reference to Red Cross Principles guarantees that
the action of Red Cross Societies will be an essentially humanitarian character).”275)
이 보장은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보장이므로 이는 제네바협약의 체약당사자에 의한 보장이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는 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의 보장을 위해 적십자원칙을 준수할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상기 제 규정 중에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해 제정된 원칙(Principles laid dow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이라는 규정에는 제네바협약의 원칙도
포함된다.276) 1949년의 4개의 제네바협약은 1948년에 국제적십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277) 따라서 제네바협약의 체약당사자는 상기 제 항에
포함되어 있는 적십자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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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상기 제 규정은 “적십자원칙을 국제인도법의 부분으로 수용한 것이다(accepted
the principles as par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78)

따라서 적십자 원칙은

국제인도법의 주체, 즉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제네바 협약과 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는 적십자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5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국내법의 제 규정
제1절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국내법 법체계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국내법의 법체계는 (ⅰ) “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 제25호, 1949.
4.30. 제정; 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이하 “조직법”이라 한다),” (ⅱ) “조직법”

넷째로, “연맹헌장” 상 기본원칙 준수의 의무를 수락한279) 적십자사의 체약당사자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것은280)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기본원칙 준수의 간접적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유엔총회가 유엔회원국에게 “각국 적십자사가 그의 사업을 제네바협약과 헤이그
협약 그리고 적십자의 인도적 정신에 따라 수행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be provided
… carry on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Geneva and Hague
Conventions and in the humanitarian spirit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라는 결의를281)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체약당사자인 유엔회원국에게 적십자원칙 준수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207호,
1974.7.20. 제정; 대통령령 제29134호, 2018.9.4. 개정,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ⅲ)
조직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대한적십자사 정관” (1988.2.18. 제정,
2019.12.10. 개정, 이하 “정관”이라 한다). (ⅳ) “정관” 제17조 제6항, 제24조 제5항,
제25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40조, 제44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제 “운영규정”
그리고 (ⅴ) “정관” 제20조 제2항,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34조 그리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정관”의 변경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직법 제5조 제1항 제11호와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호), (ⅱ)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정관”
제11조 제3호). 그리고 “시행규칙”은 정관 및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제정 시행한다
(“정관” 제20조 제2항).
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국내법의 법체는 “조직법”→“시행령”→“정관”→“운영규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282)
그리고 대한적십자의 법적 성격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며, 법인 중 “공법인”이고,
공법인 중 “공공조합”이다.283)

275)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V (Geneva : ICRC, 1958), p.332.
276) Haug, supra n.33, p331.
277) 1
 948년 ICRC의 초안이 제17차 스톡홀롬 국제적십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1949년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Haug, supra n.3, p.69, Pictet, supra n.273, p.13.).
278) Haug, supra n.33, p447.

279) “연맹절차규정” 규정2, 2.2, d.

280) “연맹절차규정” 규정2, 2.2, c.

281) 1
 946년 11월 19일 제49차 회의 회의 결의, 6항
(ICRC and LRCS, International Red Cross Handbook, 12th ed.(Geneva : ICRC, 1983)), p.395.

282) 이
 와같이 “시행규칙”은 그의 상위법인 “운영규정”에, “운영규정”은 그의 상위법인 “정관”에, “정관”은 그의 상위법인 “조직법”에
각각 타당근거(validity)를 두어 대한적십자사의 국내법체계는 단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283) 대
 한적십자사의 법적 성격은 대한적십자사의 설립기본법인 “조직법”이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독립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다. “조직법”은 공법이므로 공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법인 중 공법인에
속한다. 공법인은 사단법인적 성격을 지닌 “공공조합”, 재단법인적 성격을 지닌 “영조물법인” 그리고 지역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적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조직법”은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대한적십자사는 공법인 중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공공조합”이다. 물론 “조직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상의 법인”이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는 특별법인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공공조합”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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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국내법 법체계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I. 조직법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기본법인 “조직법”은 동 법의 목적에 관해 동 법이 적십자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284)
이와 같이 “조직법”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한
바 없다.
II. 시행령
“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법규인 “시행령”에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내용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II. 정관
“정관”은 대한적십자사는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으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으로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다음 각호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도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2. 공평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
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
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07.4.3.).
3. 중립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개정 2007.4.3.).
4. 독립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
성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07.4.3.).
5. 자발적 봉사(개정 2007.4.3.)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개정 2007.4.3.).
6. 단일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07.4.3.).
7. 보편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개정 2007.4.3.)(제1조).285)
이와 같이 “정관”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시행을 위한 어떠한 일반적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한적십자사가 2007년 4월 3일에 1986년의 “국제적십자운동 규약”에 전문에 규정된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기본원칙”을 수정하여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수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국제적인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

규정은 국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국제적십자운동에 반하는 처사로 본다.

시킨다(개정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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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V.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1974.10.22. 제정, 2020.4.1. 개정, 이하 “직원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1974.11.1. 제정, 2019.1.1. 개정, 이하 “봉사회시행 규칙”

이라 한다.)은 직원의 봉사와 친절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원운영규정”은

이라 한다)은 봉사원의 사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봉사회시행규칙”은 “적십자봉사원

“직원은 적십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전 인류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및 봉사조직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적십자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불우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직원운영규정”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원운영규정”은 직원이

이와 같이 “봉사회 시행규칙”은 봉사원과 봉사조직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준수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결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시행을 위한 어떠한 일반적 행동

따라 징계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지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거나 적십자 정신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직원운영규정”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적십자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 제57조 제1항 제3호), 여기 “적십자 정신”은 “국제적
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역시 동 “직원운영규정”에도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시행을 위한 어떠한 일반적 행동지침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286)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조직법” 제1조, “정관” 제1조, “직원운영규정” 제30조와
제57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봉사회시행규칙” 제2조에 각각 “적십자 기본원칙” 또는 “적십자
정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규정이 프로그램적인 추상적 규정이고 어떤 행위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또는 적십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행위
지침은 물론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또는 적십자 정신의 정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구체
적인 경우에 이들 조항의 시행은 실제상 어려움이 있다.287)
요컨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규범(conduct norm)과 제재규범(sanction norm)
으로 법규범(legal norm)으로 법전화(codify)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이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으로 법전화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현실적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특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규범이
“행위규범”이고,288) 이 행위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명하는 규범이 “제재규범”
이며,289)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을 “법규범”이라 하여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을 조문화하는 것을
“법전화”라 한다.290)

284)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국내법에 “적십자 기본원칙”을 “적십자운동 기본원칙”,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적십자 기본원칙” 등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65년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1986년의 “국제
적십자운동 규약” 전문에 수용된 “기본원칙”은 내용상 차이가 없다. “조직법”이 2017년 7월26일에 개정된 것이므로 동조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1965년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이 아니라 1986년의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전문에 수용된
“기본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85) 전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65년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1968년의 “기본원칙”은 내용상 차이가 있다. 다만 전자는
적십자를 “적십자”(Red Cross)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는 적십자를 “국제적십자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에 개정된 현행 “정관”은 후자를 따라 적십자를 “국제적십자운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286) “조직법”과 “정관”에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직법”과 “정관”의 하위법인 “직원
운영규정”이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또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적십자정신”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시된다. “적십자정신”이 적십자 “기본원칙”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287) 다
 만, “직원운영규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징계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제재규범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나, 그 전제인 행위규범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제재규범으로 보기 어렵다.

288) Evnst-Ulnich Pertersrnann, “Code of Conduct,” EPIL, Vol.7, 1984, p.29.
289) Ibid., pp. 30-31.
290)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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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근본 규범성

제1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국제법 규범성

1965년 제20차 적십자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196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에서 동 회의의 결의 제8호 (Resolution No. 8)로 채택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 즉 국제법의

의해 국내법으로 수용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법원(source of international law)이란 국제법의 존재형식(existenc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은 그것이 채택되게 된 형식의

forms), 즉 국제법 규칙의 창설방법(method of creation of international legal rules)을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국제조직의 결의로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말한다.291)

그것의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적십자법 즉, 제네바법이 달성하려는 궁극의 이념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기본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적십자의
혼과 정신(soul and spirit)이 담겨 있다. 따라서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적십자법의 근본규범(Ground Norm)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조약의 형식이 아니라 국제조직의 결의라는
형식으로 채택되었으므로 그의 국제법상 ·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까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법규범성을 부여하려는 법리의 시도는 전혀 방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법 단계설에서
제시한 근본규범은 “정치적 결단”으로 초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근본
규범의 개념을 법내재적(法內在的) 최고규범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출발하기로 한다. 환언
하면 본 연구는 제네바법의 최고의 법적 위상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또한 국제인도법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상위적 효력을 부여
하여 적십자법의 단계적 규범체계를 정립하려는 의도에서 기도되었다.

국제법의 법원은 (ⅰ) 일반 국제법상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으며292) (ⅱ) “국제사법
재판소규정”상 “조약”,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제38조 제1항). “국제
조직의 결의”는 일반국제법상은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도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국제조직의 결의(resolu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국제조직의 성립기초인
규범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제조직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결정(decision
made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말한다.293) 그것은 국제조직을 구성하는
국가의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국제조직 자체의 행위 (acts of organization themselves)인
것이다.294) 이와 같이 국제조직의 결의는 국제조직을 구성하는 국가의 합의의 형식(form
of inter-state agreement)이 아닌 것이다.295) 그러므로 국제조직의 결의는 일반국제법상
국제법의 법원이 아닌 것이다.296) “국제사법재판소 규정”도 국제조직의 결의를 국제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 국제조직의 결의는 정부 간 국제조직(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결의는 물론이고, 비정부간 국제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결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국제조직의 결의의 하나인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일반국제법상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권고(recommendations)또는 호소(appeals)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297)
이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조직의 결의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이 조약에 명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
조직의 결의” 자체로서가 아니라 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1949년의
“제Ⅳ제네바협약”, “제 제네바협약”, 그리고 1977년 “제네바협약 제 추가의정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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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로, 제Ⅳ제네바협약 제 63조
“제Ⅳ제네바협약” 제63조는 다음과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점령국이 긴급한 안정성의 이유 때문에 취하는 일시적 및 대외적 조치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고,
(a) 승인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또는 적사자 및 태양사)는 적십자 국제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적십자원칙에 따라 그들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기타의 우호단체들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 허용받는다.
(b) 점령국은 이러한 단체들의 직원 및 조직에 대하여 전기의 활동을 방해하게 될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제 원칙은 중요한 공식사업의 유지, 구호품의 분배 및 구호사업의 조직화에

셋째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81조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8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충돌당사자는 각기 자국의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들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 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을 위한
그들의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의 “제Ⅳ제네바협약” 제63조, “제 제네바협약” 제44조, 그리고 “제네바협약 제1추가
의정서” 제81조는 각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라는 “조약”으로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네바
협약”과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법의 법원이며 따라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303)

의하여 민간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목적으로 하는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장차 설립될
비군사적 성격을 가진 특별단체의 활동 및 직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점령지역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활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정한
제 원칙에 합치된 것이어야 하며,298) 여기의 결의에는 다수의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일반적 법문의 결의 (general terms)가 포함된다.299) 위의 규정에서 적십자 원칙을 인용한
것을 적십자사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인도적 성격의 것일 것을 보장한 것이다.300)
둘째로, 제 제네바협약 제 44조
“제 제네바협약”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적십자원칙을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및 적사자태양사)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십자국제위원회가 정하는 원칙에 적합하는 자기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사가 표시표장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적십자회의에
정하는 원칙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301) 위의 규정에 의거 과거 및 장래의 국제적십자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결정되게 되는 적십자의 기본원칙의 바람직한 표준을
제공한 것이다.302)

291) M
 ichael Vially,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 Max So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New York: Macmillan, 1968), p.120.
292) R
 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eds.) O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
(London: Longmsn,1992), p.1201.
293) Henry G. Scherm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solutions,” EPIL, Vol.5, 1983, p.160.
294) Ibid. 295) Ibid. 296) Ibid. 297) Ibid., p.446.
298)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V (Geneva: ICRC, 1958), p.331.
299) Ibid. 300) Ibid., p.333.
301)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 (Geneva: ICRC, 1955), p.336.
302) Ibid.
303) Hans Haug,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Geneva ; Paul Haupt, 1993), 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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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일반국제법 상위 규범성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동위법(Foorindtionsrecht, 同位法)이므로 조약과 조약 간,
국제관습법과 국제관습법 간, 그리고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은 효력상 상하의 우열의 관계에
있지 않고 동위의 관계에 있다.304)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305)
그 첫째의 예외는 “강행규범”(jus cogens)의 경우이다.306)
강행규범은 임의규범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 53조는 강행규범에 충돌되는
조약을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첫째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치이다.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해 종전에 전범
재판소가 설치된 바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은 “상설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1945년의
“극동군사재판소”, 1945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1993년의 “유고국제전범
재판소”, 그리고 1994년의 “르완다전범 재판소”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들 재판소는 “상설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의해 설치된 국제형사
재판소는 상설적인 것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의 강화를 위한 국제법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유엔의 구조적 변화이다. “유엔헌장”상 주요 유엔기관(principal organs) 중
개인의 인도적 보호문제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이다(헌장 제55조,
제62조).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기능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다
(헌장 제24조, 제39조 이하). 그러나 “유엔헌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도적 보호
문제에 관한 기능을 행사하는 유엔의 구조적인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러나 동 협약은 어느 규범이 강행규범에 속하느냐에 관해서는 어떠한 예시적 · 열거적

1993년 5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조에 의해 “유고전범재판소”가 설치되고,

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다. 하여간 동 협약은 동위법에 대한 예외로 “강행규범”을 인정하고

1994년 11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955호에 의해 “르완다전범재판소”가 설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강행규범의 임의규범에 대한 우선적 효력, 즉 상위규범적 효력이 인정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기능 이외에 개인의

되고 있다.

인도적 보호문제에 관한 기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엔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는

그 둘째의 예외는 “국제조직의 기본법”의 경우이다.
국제사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국제조직의 기본법은 일반 국제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유엔헌장” 제103조에 다음과 같이 유엔 가맹국이 체결한 조약에 우선
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엔가맹국의 이 헌장에 의거한 의무와 타의 국제협정에 의한 의무가 서로 저촉하는 경우
에는 이 헌장에 의거한 의무가 우선한다.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제인도법의 강화를 위한 국제법의 혁명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로, 국제법의 추구이익의 변화이다. 종래의 국제법의 추구이익인 국가의 적법한
이익의 보호(safeguard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tates)는 인간의 보호(protection
of human beings)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309) 따라서 종래에 국제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던 주권이론은 변화되고 있다.310) 그러므로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배타적인 국내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311) 국제법의 친국가주권 접근(state sovereignty

위의 규정에 의해 국제조직의 기본법의 일반 국제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 즉 국제조직법의

oriented approach)방식은 친인간 접근(human being oriented approach)방식으로

이상과 같이 종래의 국제법상 “강행규범”과 “국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의 구조적 변화는 유고전범재판소 판결에서 표시되었다.312)

상위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307)

조직의 기본법”의 경우에만 이들의 일반 국제법에 대한 상위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 이외에 “국제인도법”의 일반 국제법에 대한 상위적 효력이 인정되게 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일반 국제법에 대한 상위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현재의 국제법의 개념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ary changes in the present conception of interna
tional law)에 의거한 것이다.308)

이는 국제법 구조의 혁명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로, 핵무기사용의 국제인도법의 원칙 위반 인정이다.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유무에
대한 유엔총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요청에 대해 1996년 7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은 국제법의 원칙,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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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th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반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313)

핵무기사용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국제법의 혁명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국제법 구조에
혁명적인 변화가 야기되어 국제인도법은 일반 국제법에 대한 상위적 규범력이 인정되게
되었다.

제3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국제인도법 근본 규범성
국제인도법의 전통적 교범(traditional manual of humanitarian law)에는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인도(humanity)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은 인도법의 철학(the
philosophy of humanitarian law)이라 할 수 있다.314)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제1원칙도 “인도”이다.315) 인도는 적십자의 혼이고 정신(soul and spirit of the Red Cross)
이다.316) 따라서 “인도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인도법의
철학 즉, 국제인도법의 “근본규범”(Grund Norm)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법단계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본규범”은 최고의 규범으로 그것은 “정치적 결단”
으로 초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법의 최고의 연원이지만 그것은 가설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31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근본규범이라는 용어를 최고의
법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
인도법의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부터 국제인도법의
효력이 유출되는 것이다. 요컨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인도법의 “근본규범”인
것이다. 즉 국제인도법은 그의 “근본규범”인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그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모더니즘이 지배되던 1940년부터 논의
되기 시작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되는 1960년에 이르러 선언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모더니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하의 관계에서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더니즘에 의한
가장 뚜렷한 특성은 “자아의 해체성”이다.
자아의 해체성은 종래의 서구 철학이 근거하고 있는 이성 및 합리성에 기반을 둔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한 반발로 형성되었다.318) 해체주의는 종래의 형이상학이 이성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기 때문에 소위 “인간 내부 원초적 감성”의 몰락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형이상학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196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319) 나아가 해체주의는
전체주의적, 체계주의적 이성을 비판하고 우연성과 차별성을 지닌 개개의 감성을 존중하며,
종래 서구철학이 지녔던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형이상학 체계에 도전하여 형식성의

309)
310)
311)
312)
313)

Thurer, supra n. 306, p. 51.
Edmundo Vargas Carreno, “Humanitarian Action and State Sovereignty”, in baldini-ravasi, supra n. 306 p. 23.
Ibid., p. 24.
Thurer, supra n.306, p. 51
ICJ., Advisory Opinion, No. 95, 8 July 1996.

와해를 주장하고 있다.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 철학자인 데리다(jacgues derrida)는
특히 주체적 자아의 해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320) 주체적 자아의 해체란 개인의 사고의
주체성, 인식의 주체성, 그리고 판단의 주체성을 배제하여 자아의 진리인식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모더니즘의 주체적 자아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와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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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되는 현상을 제임슨(Fredic Jameson)은 주체의 소외, “주체의 파편화” 또는 “주체의
사망”으로 정의했고,

321)

로스(Stephen David Ross)는 이를 “주체의 실종”이라

322)

명명

하고 있다.

제4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국내법 규범성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그 자체 국제조직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이는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6조의 규정으로 보아도 “국제적십자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같이 휴머니즘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운동 기본원칙”은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6조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과 포스트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모더니즘은 기본적인 가정과 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모더니즘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제조직의 결의인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자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기본적 가정 하에 출발하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함으로서

헌법 제6조의 ”헌법절차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기본적인

헌법 제6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즉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가정하에 출발하여 기존의 이성과 합리성을 모방한 기존의 관념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자유로워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져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포스트모더니즘도 모더니즘과 같이 휴머
니즘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추상적 인간상을 배제하고
구체적 인간상을 보편적 휴머니티의 개념을 해체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모더니즘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323)

그러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헌법절차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인 ”제I제네바
협약“, 제IV제네바협약”, 그리고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의 규정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헌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즉,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제I제네바협약“, 제IV제네바협약”, 그리고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의 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요컨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국내 대통령, 총리령, 부령, 규칙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324)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14) L
ouise Doswald-beck and Sylvain Vi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93, March-April 1993, p. 95.
315) Haug, supra no.33, p. 448. 316) Ibid.
317)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overt W. Tucker (ed.), 2nd ed. (New York: Holt, 1967), pp. 556-65.
318) John Johnson, “Ideology, Represent, Action, Schizophrenia: Toward a Theory of the Postmodern Subject,
”in Gary Shapiro(ed.), After the Future Postmodern Times and places(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pp. 68-69, 78-79.
319) John McGowan, Postmodernism and Its critics(Ithom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117-18, 156.
320) Stuart Sim, “Deconstruction,” in David E. Cooper (ed.), A Companion to Aesthetics (Oxford: Blackwell,
1992), pp.106-107; David Carrier, “Deconstruction, ”in jane Turner (ed.), The Dictionary of Art, Vol. 8(New
York: Macmillan, 1996), pp. 609-10.
321) Fred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Jersey Review, Vol. 146,
July-August 1984, pp.53-94.
322) Stephen David Ross, “Power, Discourse, and Technology: The Presence of the Future,” in Gary Shapiro
(ed.), After the Future Postmodern Times and Place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0), p. 256.
323) Gene Edward Veith, Postmodern Times (Wheaton, IL: crossway Book, 1994), pp. 71.

제1조(목적) 이 법은...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서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국내적 효력이
인정됨이 선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4) 1949년 4월 30일, 법률 제25호와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88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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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조직의 결의로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이는 ”제 제네바협약“, 제IV 제네바협약”, 그리고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협약과 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상

제7장 국
 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 결의와 무력충돌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국제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예양

제1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 결의

· 국제도덕 등과 같은 비법규범이 아니라 국제법 규범인 것이다.

I. 기본원칙의 존중과 발전

또한 이는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절차에 따라 체결 · 공포된 조약”인
”제 제네바협약“, 제IV 제네바협약”, 그리고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즉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인도법으로 이는 일반 국제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는 적십자법의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근본규범에 내재
되어 있는 적십자의 혼과 정신인 인도주의는 주체의 해체성을 특성으로 하는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는 과거의 모더니즘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전자는 구체적 인간
상에 입각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추상적 인간상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전개는 오늘을 지배하는 시대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
하에 있어서 국제인도법 학도의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국제적십자회의는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채택에 관하여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존중과 발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는,
1949년 제네바협약과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가 적십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 (비엔나, 1965)에서 채택된 적십자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1. 적십자운동의 기여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간고통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기본 임무로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존중을 보장하며,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며, 전시나 기타 재해 시 불우한 사람에게
보호와 원조를 해주는 것임을 확인하며,
2. 적십자사에서 의료 및 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적십자 회원 간에 조성시키고 있는 사회책임 및 봉사사업의 격려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3. 적십자는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그 나라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모든 인간 간의 상호이해와 우의의 정신을 보급시키는 일이 절대
필요한 부분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
한다.325)
국제적십자회의는 위와 같이 적십자기본원칙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그 나라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모든 인간의 상호이해와 정신을 보급시키는 일이
절대 필요한 부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는 특히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존중에 관한 결의라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325) 제23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 제Ⅰ호, 부쿠레슈티,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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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존중과 보급

III. 준수와 존중의 의무

대표자회의는,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의 존중과 보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준수와 존중의 의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이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각국 적십자사와 일반 대중들

대표자회의는,

에게 기본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9년도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제7호와 1991년도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제7호를 상기하며,

기본원칙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또는 적십자사 외부적인 압력에

적십자를 위한 윤리헌장으로서의 기본원칙의 중요성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좀 더

의하여 기본원칙이 위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적십자사들이 자주 그러한 상황에

널리 알리는 것은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모두의 임무임을 재확인하며, 국제적십자운동

대처할 수 없음에 주목하며, ICRC와 연맹이 기본원칙을 보급하고 특히 보급정책

규약에 따라 운동의 모든 구성기관이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제네바협약 체약

채택을 위하여 추진한 활동에 만족을 표하면서,

국이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며, 적십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원칙의 존중과

1. ICRC가 연맹과 협력하여 작성한 기본원칙 존중과 보급에 관한 제2차 중간 보고서를
주목하며,
2. ICRC의 상담에 참여한 각국 적십자사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3. ICRC가 연맹의 협력하에 적십자사들과 그 주제를 놓고 집중적인 토의와 지역 또는
국제 세미나 또는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계속 추진할 것을 권하며,
4. 연맹과 협력하여 각국 적십자사의 기본원칙 보급노력을 지원하고 특히 적십자사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압력에 대응하도록 적십자사를 도울 것을 ICRC에 요청하며,
5. 연맹과 협력하여 최신의 해설에서 기본원칙에 대한 적십자운동의 공통적인 해석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할 것을 ICRC에 요청하며,
6. 차기대표자회의에 연맹과 협력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326)

위와 같이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존중과 보급에 관해 결의한 바 있다.
특히, 보급에 관해 각국 적십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점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326)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제7호, 부다페스트, 1991

보급”(Respect for and dissemin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이라는
이름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에 만족을 표하면서,
1.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별한 활동형태를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이
취할 것을 요청하며,
2. 연맹과 협의하여 각국 적십자가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일과 적십자사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압력에 대처하도록 도울 것을 ICRC에 요청하며, 이를 위해 마련되는 건의
사항을 따를 것을 적십자사에 요구하며,
3. ICRC 및 연맹과 협력하여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기본원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개발하고 강화시킬 것을 각국 적십자사에 요청하며,
4.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적십자사들에 감사를 표하며,
5. 연맹과 협력하여 업무협의를 수행한 ICRC에 대하여 감사한다.327)
위와 같이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준수와 존중에 관해 결의하고 특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중요성과 기본원칙의 준수를 점점 널리 보급하는 것이 국제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의 임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327)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제9호, 버밍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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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본원칙의 낭독
국제적십자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기본원칙을 엄숙하게 낭독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기본원칙을 엄숙하게 낭독하기로 결의한다.328)
위 결의에 따라 각국 적십자사는 자체적으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적십자기본
원칙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위 결의에 의거 중요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기본
원칙을 낭독하고 있다. 다만, 기본원칙이 길어서 기본원칙을 요약해서 낭독하기도 한다.
요약 낭독에 관해서는 기본원칙의 내용을 충분히 표백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ersons hors de combat and those who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re entitled to respect for their lives and their moral and physical integrity.
They shall in all circumstances be protected and treated humanely without
any adverse distinction.)
2. 투항하거나 전투능력을 상실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It is forbidden to kill or injure an enemy who surrenders or who is hors
de combat.)
3. 부상자와 병자는 그들을 자기 권력 내에 두고 있는 충돌당사자에 의하여 수용되고
진료되어야 한다. 의료요원, 시설, 수송기관 및 자재도 보호대상이 된다. 적십자의
표장은 이러한 보호를 위한 표지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The wounded and sick shall be collected and cared for by the party to the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과 무력충돌의 경우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

conflict which has them in its power. Protection also covers medical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personnel, establishments, transports and equipment. The emblem of the

conflicts)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red cross or the red crescent is the sign of such protection and must be

이 규칙을 열거해보기로 한다.

respected.)

동 규칙은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간행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운동

4. 포로가 된 전투원과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인은 그들의 생명, 존엄성, 인권 및

편람』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에

신념에 대하여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일체의 폭력 및 보복 행위로부터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 규칙의

보호된다. 그들은 자기의 가정과 서신을 교환하고 구호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단에 이는 국제 문서가 아니라 다만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Captured combatants and civilians under the authority of an adverse party

있으나 그 보급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같이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축을

are entitled to respect for their lives, dignity, personal rights and convictions.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They shall be protected against all acts of violence and reprisals. They shall

제2절 무력충돌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I. ICRC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무력 충돌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The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1. 전
 투능력 상실자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보전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 하에서 아무런 불리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보호되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have the right to correspond with their families and to receive relief.)
5.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사법상의 보장을 수익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기가 범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문책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나 육체적, 정신적 고문과
체형 또는 잔학하거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benefit from fundamental judicial guarantees.
No one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an act he has not committed.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physical or mental torture, corporal punishment or
cruel or degrad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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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돌당사자와 그 군대의 구성원은 전쟁의 방법 및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수는

(Alina Kaczorowska,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Routledge, 2010),

없다. 불필요한 손실 또는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 성질을 지닌 무기나 전쟁방법의

p792. Professor of International and EU Law,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Cave

사용은 금지된다.

Hill, Barbados, West Indies)

(Parties to a conflict and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do not have an
unlimited choice of methods and means of warfare. It is prohibited to
employ weapons or methods of warfare of a nature to cause unnecessary
losses or excessive suffering.)
7. 충
 돌당사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 민간주민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주민과
전투원을 구별하여야 한다. 민간주민이나 개인은 공격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격의 대상은 오직 군사적 목표물에만 국한되어야 한다.329)
(Parties to a conflict shall at all times distinguish betwee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combatants in order to spare civilian population and
property. Neither the civilian population as such nor civilian persons shall
be the object of attack. Attacks shall be directed solely against military
objectives.)
II. Alina Kaczorowska의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Alina Kaczorowska의 국제인도법 기본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아래의 원칙은 기본적 성격의 국제인도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1) 인도의 원칙 (principle of humanity)
(2) 군사적 필요의 원칙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3) 비례의 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4) 민간인과 전투원간의 구별의 원칙
(principle of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combatants)
(5) 과
 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무기사용 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se of weapons of a nature to cause super
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6) jus ad bellum에서 jus in bello의 독립의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jus in bello from jus ad bellum)

328)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 제9호, 1965, 비엔나.
329)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4th ed. (Geneva: ICRC,
IFRC, 2008), p.ⅱ.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 편람」 (서울: 대한적십자사, 2002) 440-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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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
 제적십자운동의 구성 주체 및 의결 주체
제1절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 주체

2.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현 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며, 항상 기본
원칙에 따라 활동하며, 공통임무를 추구하려는 각각의 임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while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의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국제적십자

within the limits of the present Statutes, act at all times in accordance with

운동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기본원칙의 주체이고 동시에 그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carrying out

적용의 객체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their respective tasks in pursuance of their common mission.)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의 주체이고 객체인 국제적십자운동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1929년 7월 27일자 제네바협약 또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체약국들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회동한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십자운동’으로 불려왔다. 이는 제25차

(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meet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적십자회의(1986년 10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적십자운동 규약’(Statutes of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hereinafter called “th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체를 ‘국제적십자

Conference”) with the States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27 July

· 국제적신월사’로 규정했으나, 그 후 개정된 2006년 6월 22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 국제적

1929 or of 12 August 1949.)

십자운동 규약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체를 ‘국제적십자 · 국제적신월사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으로 개정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
· 국제적신월사’라는 표현은 이제 국제적십자 · 국제적신월사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제는 국제적십자 · 국제적신월사
운동으로 불리어야 마땅하다.
개정된 국제적십자운동 규약(Statutes of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은 동 운동의 구성체를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제1조 정의
1. 국
 제적십자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라 한다),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hereinafter
called “the Movement”) is composed of the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hereinafter
called “National Socie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ereinafter calle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and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hereinafter called
“the Federation”).)

위의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체인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기관’이라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십자운동이 ‘법인’이 아니
므로 위의 구성체를 기관이라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만이 그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법인이 아닌 어떠한 단체도 기관이 아닌 구성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체를 여기서는 구성기관이라 하지 아니하고 ‘구성체’로
표기하기로 한다.
II.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주체
1.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각국 적십자사는 운동의 기본 단위를 이루며 활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적십자
사는 자체의 정관과 국내법, 운동의 임무와 기본원칙에 따라 그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
한다. 적십자사는 자국 국민의 욕구에 따라 공공당국의 인도주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 1항)
Article 3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 The National Societies form the basic units and constitute a vital force of
the Movement. They carry out their humanitarian activities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statutes and national legislation, in pursuance of the mission
of the Mov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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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ocieties support the public authorities in their humanitarian tasks,

연방(federation)도 아니고 연합(confederation)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십자운동은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대외적 행위를 하고 그것이

2.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863년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으며,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
회의의 정식 승인으로 그 자체의 지위를 보유한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이다. ICRC는
스위스 국민들 중에서 그의 위원들을 호선한다.(제15조 1항)
Article 5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unded in Geneva in 1863 and formally
recognized in the Geneva Conventions and by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the Red Cross, is an independent humanitarian organization having a status
of its own. It co-opts its members from among Swiss citizens.
3.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1. 연맹은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국제적 연합체이다. 연맹은 법인격을 지닌 기구
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체의 헌장에 따라 행동한다.(제6조 1항)
2. 연맹은 정부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성격을 띠지 않은 독립된 인도주의 단체이다.
(제6조 2항)
Article 6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omprises the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t acts
under its own Constitution with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rporate
body with a legal personality.
2. The Federation is an independent humanitarian organization which is not
governmental, political, racial or sectarian in character.
위의 규정 중 각국 적십자사는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한 법인이고,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스위스의 국내법에 의한 법인이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동 규약에 의한 법인이다. 그러나
이들 구성체로 이루어진 국제적십자운동은 법인이 아니다. 또한, 이들 3자의 결합체로서

이들 각국 적십자와 대외적인 행위를 할 결합체인 연합도 아니고 대외적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대내적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동 규약이 국제적십자운동을 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약은 이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은 위 3개 구성체의 허술한 결합체이다.

제2절 국제적십자운동의 의결 주체
국제적십자운동은 의결체로서 다음과 같은 3자를 규정하고 있다.
I. 국제적십자회의
국제적십자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ICR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정의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제회의에서 적십자운동 구성
기관의 대표들은 제네바협약 체약국 대표들과 회합한다. 체약국은 제네바협약에
따른 책임을 실행하고 제2조에 따라 적십자운동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
적십자회의 참가대표들은 인도주의 공동관심사와 그 밖의 관련 문제들을 함께 검토
하고 결정한다.(제8조)
Article 8 Definit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s the supreme deliberative body for
the Movement.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epresentatives of
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me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the latter in exercise of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ose Conventions and in support of the overall
work of the Movement in terms of Article 2. Together they examine and
decide upon humanitarian matters of common interest and any other
related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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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과 기능
가. 구
 성

7. 국제적십자회의는 필요한 경우 절차와 메달 수여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
8. 국제적십자회의는 회의기간 중 절차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1. 국
 제적십자회의는 각국 적십자사, ICRC,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제네바협약
체약국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2. 각 대표단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각 대표는 하나의 대표단에만 소속된다.

II. 대표자회의
적십자회의(The Council of Delega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
scent Movement)는 다음과 같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1. 정의

4. 각 대표단은 다른 대표단 또는 다른 대표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되어서는 안된다.

대표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들이 모여 적십자운동 전체와 관련이

나. 기능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의결기관이다.(제12조)

제10조

Article 12 Definition

1.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단일성과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운동의 임무

The Council of Delega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수행에 기여한다.
2. 국제적십자회의는 국제인도법과 적십자운동의 특별한 관심사인 그 밖의 국제
협약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3. 국제적십자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a) 국제적십자운동 규약과 절차규정을 개정하는 일
b) 회원의 요청에 따라 규약 및 절차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일
c) 제18조 제2항 b)에 언급된 문제들로서 상치위원회, ICRC 또는 연맹이 제출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
4. 국
 제적십자회의는 제17조 제1항 a)에 언급된 상치위원회 위원을 개인의 자질과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개인자격으로 선출한다.
5. 동
 규약과 절차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제회의는 결의사항 형식으로 그 결의, 권고
사항 또는 선언을 채택한다.
6. 국
 제적십자회의는 ICRC정관, 연맹헌장 및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양 기관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Movement (hereinafter called “the Council”) is the body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all 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meet to discuss
matters which concern the Movement as a whole.
2. 구성과 기능
가. 구성
1.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각국 적십자사, ICRC 및 연맹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제13조 1항)
2. 각 대표단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3조 2항)
나. 기능
1.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 상치위원회, 각국 적십
자사, ICRC 또는 연맹이 회부한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의한다.(제14조 1항)
2. 국제적십자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대표자회의는,
a) 제11조 제3항에 언급된 직위를 채울 사람들을 국제적십자회의에 추천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의 임시의제를 채택한다.(제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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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는 결의사항 형태로 결정, 권고 및 선언을
채택한다.
4. 일반규정 제10조 제7항에 불구하고 대표자회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앙리 뒤낭 메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5.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에 어떠한 문제라도 회부할 수 있다.
6. 대표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어떠한 구성기관에게도 검토를 위하여 문제를 회부
할 수 있다.
7. 대표자회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필요한 보조 기관을
설치하고 그 임무와 기간, 회원을 정할 수 있다.
8. 대표자회의는 현 규약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나 국제
적십자회의의 결의사항에 배치되는 결정, 이미 국제회의가 결정했거나 차기 회의를
위하여 유보한 사항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상치위원회
적십자 상치위원회(The Standing Commiss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는
다음과 같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1. 정의

2. 위의 제1항 b) 또는 c)에 언급된 위원이 상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본인 대신 참가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단, 그 대리인은 상치 위원회
위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위의 제1항 a)에 언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최근의 위원 선거의 낙선자 중 최고득표자를
임명한다. 단, 현 위원 소속 적십자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제17조 2항)
3.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리기 최소 1년 전에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개최 기관 대표를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제17조 3항)
나. 기능
1.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차기 국제적십자회의를 준비한다.
a) 전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장소와 일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11조
제2항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소를 선정하고 일자를 결정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c) 대표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국제적십자회의 임시의제를 준비한다.
d) 제11조 제5항에 언급된 옵서버 명단을 의견일치(Consensus)로 정한다.
e) 국제적십자회의를 널리 알리고 최대한의 참가를 확보한다.(제18조 1항)
2.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폐회 후 차기 국제적십자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제18조
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십자회의의 수탁기관이다.(제16조)
2. 구성과 기능
가. 구성
1.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선출된 각기
다른 적십자사 대표 5명으로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폐회시 또는 차기 상치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b) ICRC 대표 2명, 그 중 1명은 회장이어야 한다.
c) IFRC 대표 2명, 그 중 1명은 회장이어야 한다.(제17조 1항)

a) 이 규약과 절차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
b) ICRC와 IFRC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에 관하여 ICRC나 IFRC가
제기하는 문제.(제18조 2항)
3.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십자운동의 사업에 있어서 조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고 촉진한다.
c)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적십자운동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제1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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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차기 대표자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a) 대표자회의 장소 선정 및 일자 확정
b) 대표자회의 임시의제 준비
c) 제15조 제4항에 언급된 옵서버 명단을 의견일치(Consensus)로 작성
5. 상치위원회는 앙리뒤낭 메달 수여를 관리한다.
6. 상치위원회는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표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7. 상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일치(Consensus)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을 지명 추천할 수 있다.
8. 상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십자회의의 최종 결정을 전제로
이 규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각자의 독립성과 발의권이 엄격
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상황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다.(제18조 4항)
위의 세 의결체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의결기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십자운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체는 그 구성체인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이 각각 규약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한다. 그 효과가 법적으로 국제적십자
운동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세개의 의결체도 국제적십자운동의 법인이 아니
므로 의결기관이 아니다. 단순한 의결체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국제적십자운동은 위 세개의
의결체에 의해 그의 인도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제9장 소결론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그 자체가 국제조약이
아니며 또 국내 법률도 아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의 이상을 규범화한 것으로 국제조약과 국내
법률의 최상위에 군림하는 근본 규범인 것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인도의 원칙”이며 여타의 원칙은
“인도의 원칙”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이다. “인도의 원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선하게 되고(to be good) 선을 행하는 (to do good) 원칙인 것이다. 즉 선심덕행(禪心德行)의
원칙인 것이다. 인도법을 연구하는 학자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인도 모두 학문
영역과 운동영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을 때 보편적 평화(universal peace)는 실현될 것이다. “인도의 원칙”에 추가하여 특히
운영적 지위에 있는 적십자인에게는 “독립의 원칙”과 “중립의 원칙”이 강조되며, 실천적
지위에 있는 적십자인에게는 “봉사의 원칙”이 강조된다. 숭고한 인도주의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화합과 단결은 위기의 경우는 물론이고 평상의 경우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이념이며, 또한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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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의 대외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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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대외적 의미

제1장 서 론
제1부 목차는 초판 목차와 동일하다(pp.ⅹ- ). 다만, 제1부에 제7장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 결의와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기본규칙, 제8장 국제적십자
운동의 구성주체와 의결주체를 추가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의 실정법화

제1부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체의 입장에서 동 기본원칙을
논한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의 내적 고찰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체는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The Red Cross and The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
적십자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그리고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제3장 인도법의 국제법원화

Societies; IFRC)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십자운동의 의결체(Statutory Bodies)는 국제적십자회의

제4장 인도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 (인도의 연성 국제법화)
제5장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장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행동강령
제7장 결론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국제
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The Council of Delega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상치위원회이므로 제2부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실체와 국제적십자운동의 의결체 이외의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고찰하는 것이다.
제2부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체 외의 입장에서 동 기본원칙을 논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외적인 고찰이다. 그리고 제1부에서는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 7개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2부에서는 7개항을 모두 포괄하는 인도
(humanity)의 원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2부는 제2장 인도의 실정법화, 제3장 인도의
국제법원화, 제4장 인도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인도의 연성 국제법화), 제5장 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장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행동강령의 순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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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의 실정법화
본 장에서는 전술한 인도(humanity),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인도적 고려
(consideration of humanity), 인도의 원칙(principles of humanity)등이 어떻게 실정법화
되었나를 보기로 한다. 여기서 실정법화란 법전화를 의미한다.
인도가 선(good)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십자운동의 제규범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전화
되어 있으나 국제적십자운동 제규범 이외의 영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국제
적십자운동이 인도의 선두주자임을 의미한다. 1949년의 4개의 ‘제네바협약’에서 조차
인도의 법전화는 지극히 부진의 상태에 있다. 이를 두고 Karl Josef Partsch는 4개의 제네바
협약을 인도적 활동과 인도적 기구에 관해서만 논급하고 있다1) (conventions mention
only humanitarian activitie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고 표현하고 있다.

제1절 1907년의 육전법과 관례에 관한 협약
I. 헤이그협약의 개요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전쟁법이 채택되었다.
제1호 협약 :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협약2)
제2호 협약 :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행사 제한에 관한 협약3)
제3호 협약 : 독재행위 개시에 관한 협약
제4호 협약 :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
제5호 협약 : 육전의 경우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
제6호 협약 : 개전시 적상선의 취급에 관한 협약
제7호 협약 :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일에 관한 협약
제8호 협약 : 자동촉발수뢰의 부설에 관한 협약
제9호 협약 : 전시 해군력에 의하여 행하는 포격에 관한 협약
제10호 협약 : 제네바 조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협약
제11호 협약 : 해전에 있어서 포획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협약
제12호 협약 : 국제포획심판소의 설치에 관한 조약(불성립)
제13호 협약 : 해전의 경우에 있어서의 중립국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조약
위 제4호 협약인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 전문은 인도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보다 완비된 전쟁법규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에 이르기까지는 체약국은 그 채택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 간에 존재하는 관습,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오는 국제법의 원칙의 보호 및 지배 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체약국은 채택된 규칙의 제1조 및 제2조는 특히
위와같은 취지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임을 선언한다.
Until a more complete code of the laws of war has been issue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deem it expedient to declare that, in cases not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dopted by them, the inhabitants and the belligere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the rule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nations, as
they result from the usages established among civilized peoples, from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
이 조항을 이른바 마르텐스 조항이라고 부른다. 동 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르텐스
조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동 협약 전문은 인도의 법칙을 국제법의 법칙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II. 마르텐스 조항
1. 마르텐스 조항의 개념
가. 마르텐스 조항의 의의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이란 협약 전쟁법의 체약당사자는 협약 전쟁
법에 의해 성문화되지 아니한 전쟁법의 원칙, 즉 국제관습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협약 전쟁법의 조항을 뜻한다.
나. 마르텐스 조항과 관습전쟁법의 구별
“마르텐스 조항”은 협약 전쟁법의 조항으로 그 자체 관습전쟁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환언하면 “마르텐스 조항”은 협약 전쟁법의 조항이므로 그 협약 전쟁법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관습전쟁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며, 모든 국제법의 주체에
대해 관습전쟁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마르텐스 조항”이 곧 관습
전쟁법인 것이다.
1) Karl Josef Partsch,“Humanitarian Law and Armed Conflict”, EPIL, Vol.3, 1982, p.216.
2) 이는 전쟁법이 아니다. 3) 이는 전쟁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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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르텐스 조항의 기원
가. 마
 르텐스 대표
마르텐스(Friedrich von Martens)는 1899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소련 대표의 이름이다. 그는 동 회의의 제2위원회(second commission)의 제2
소위원회(second subcommission)의 의장직에 있었다.
나. 마르텐스 선언
1899년 6월 20일 마르텐스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제2위원회의 제2소위원회에서
행한 선언을 통해 “전쟁법의 한층 더 완전한 법전이 제정될 때까지 주민과 교전자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법의 원칙이나 규칙에 따른 보호 하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마르텐스 조항”이 유래되었다.
3. 마르텐스 조항의 내용
가. 불금지사항의 불허용
“마르텐스 조항”은 성문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허용된다는 것을 배제
하는 것이다. 즉, 성문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 이외에도 관습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이다.
나. 새로운 원칙의 수용
“마르텐스 조항”은 기성립된 국제법의 원칙이나 규칙을 포함하는 이외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사태에 따른 국제법의 원칙이나 규칙을 포함한다. 즉, 새롭게
성립되는 관습법도 수용하는 것이다.
다. 국제법 원칙의 포함
“마르텐스 조항”은 3개의 법원(관습과 관행, 인도의 법, 공공의 양심) 뿐만 아니라
이들 3개의 법원으로부터 유출(流出)되는 국제법의 원칙을 포함한다. 즉, 관습과
관행, 인도의 법, 공공의 양심 이외에 국제법의 원칙을 포함한다.
4. 마르텐스 조항의 실례
“마르텐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약 국제인도법의 조항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99년 제2호 협약 전문
1907년 제4호 협약 전문
1925년 독가스와 세균전 금지 의정서 전문
1949년 제네바협약(제1협약) 제63조 제4항
1949년 제네바협약(제2협약) 제62조 제4항
1949년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42조 제4항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 제158조 제4항
1977년 제1 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의 금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협약 전문
5. 마르텐스 조항의 효력
그러나 1907년의 “헤이그법”은 국제관습법화 되었으므로 이는 그 특정 협약의 체약 당사자
이외에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이에 관한 한 “마르텐스 조항”도 모든 교전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마르텐스 조항”은 특정 협약 국제인도법의 한 조항이므로 이는 그 특정 협약의
체약 당사자 이외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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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엔헌장

II. 헌장 제74조

1945년의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인도(humanity), 인도의 고려

헌장 본문 중 제74조에만 유일하게 ‘선량한 이웃’이 규정되어 있다. 동조의 규정을 보면

(consideration of humanity), 인도주의(humanitarianism) 또는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비인도주의적인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장 전문에 ‘선량한 이웃’(good neighbo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유엔 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 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
가지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이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및

I. 헌장 전문

상업적 사항에 관하여 선린주의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또한 동의한다.

헌장 전문의 선량한 이웃이라는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lso agree that their policy in respect

선
 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of the territories to which this Chapter applies, no less than in respect of
their metropolitan areas, must b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goodneighborliness,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the rest of the world, in social, economic, and commercial matters.
신탁통치 제도가 실효되었으므로 위 제74조 규정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maintaine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and for these ends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rs, and to unite our strength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헌장 전문은 헌장 본문보다 상위의 규범임으로 헌장 본문은 헌장 전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헌장 전문은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선량한 이웃’의 원칙이 헌장 전문에 규정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우나 헌장 전문 외에 헌장 제74조에 선량한 이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헌장의 원칙, 헌장의 목적을 규정한 항에 ‘선량의 이웃’이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인도주의 입장에 보면 ‘선량한 이웃’의 원칙으로부터 인도, 인도의 고려, 인도주의가 유출
되는 것임으로4) 헌장 전문에 ‘선량한 이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4) G. G.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IL, Vol.27. 1950, p4.

증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107

106

제3절 제네바협약

제1협약 제63조, 제2협약 제12조, 제3협약 제12조, 제4협약 제158조는 각각 탈퇴에

4개의 제네바협약은 전문이 없고, 전문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각기의 제네바협약 본문에
인도, 인도의 원칙, 인도적 고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제4호 육전의 법규

관해 규정을 하면서 탈퇴의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협약 제63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및 관례에 관한 협약(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전문처럼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명백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각 협약의 본문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 각 협약에 여기저기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사항별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 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I. 인도적 활동과 인도적 기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

제1협약 제9조, 제2협약 제9조, 제3협약 제9조 그리고 제4협약 제10조 인도적 활동

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humanitarian activities)과 인도적 기구(humanitarian organization)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 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1협약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협약의 제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정한 인도적인 기구가 충돌

Article 63.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및 그들의 구호를

Each of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at liberty to denounce the present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Convention. The denuciation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Swiss Federal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constitute no obstacle to the
humanitarian activities whic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r
any other impartial humanitarian organization may,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concerned, undertake for the protection of wounded
and sick, medical personnel and chaplains, and for their relief.
이 규정은 제 1차대전 중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그가 설치할 구호단체가 모두 포로의 억류
국가에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경험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본조에 인도
5)

(humanitarian)라는 용어가 1950년대 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6)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선에 관해 제10조 (이익보호국의 대체),
제11조(분쟁의 해결 조치) 그리고 제23조 (병원지대 및 병원구역) 이 체계 가운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7)

II. 제네바협약에서의 탈퇴
전술한 바와 같이 4개의 제네바협약은 공통된 전문을 갖지 못하고 각 협약 별로 전문에
설치하여야 할 규정을 두고 있다. 각 협약은 탈퇴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Council, which shall transmit it to the Government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notification
there of has been made at a time when the denouncing Power is involved
in a conflict shall not take effect until peace has been concluded, and until
after operations connected with the release and repatriation of the persons
protected by the present Convention have been terminated.
The denunciation shall have effect only in respect of the denouncing Power.
It shall in no way impair the obligations which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remain bound to fulfil by virtue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the nations, as
they result from the usages established among civilized peoples, from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
본 조의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본 협약에서 탈퇴하면 동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고 탈퇴
전에는 동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동 협약에 탈퇴 전에 동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합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조의 규정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동조에 규정된 의무를 탈퇴 전에 부담하던
의무를 탈퇴 후에도 부담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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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떼는 본조의 해석상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 논급함이 없다. 본 규정은 제4헤이그
협약의 제8(Martens 조항)항이 동류의 것임은 명백한 것이다. “It’s offinity ... the so
called Martens Clause is evident”라고 논급하고 있다.8)
미국의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도 이와같이 동조는 제4헤이그 협약 전문과 유
사하다(similarly)고 규정하고 있다.

9)

입법논적으로 논하면 예컨대 제1조 체약당사국의 의무 : 체약당사국은 문명인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탈퇴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극동군사재판소 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1945년 극동군사재판소 헌장과 1945년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규정하면서 인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극동군사재판소 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제정절차를 개관하고 그 내용에 관해
기술하기로 한다.
극동군사재판소 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정절차
극동군사재판소 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내용
극동군사재판소와 국제군사재판소 인도에 반한 죄를 처벌한 실례를 개관하기로 한다.
I. 극동군사재판소
1.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의 제정 경위
1945년 8월 15일 12:00시에 일본은 천황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군 측에게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의 이행을 무조건 수락하는 항복을 선언했고,10) 1945년 9월
2일 이를 성문화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동경만에 있는 미군
Missouri의 함상에서 일본 측 대표와 연합군 측 대표 간에 있었다.11) 그 후 극동에 있어서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게 되었다. 1945년 12월 26일 미국 · 영국
· 중국 · 구소련은 모스코바회담에서 항복문서의 이행을 위한 모든 명령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발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12)
1945년 1월 19일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Douglas MacArthur 장군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포고”(Proclamation Establishing on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를 발했으며,13) 또한 그는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의 형식으로 동선포의 부속서인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을 공포하였다.14) 동년 2월 15일
MacArthur 사령관은 동 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했다.15) 일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극동
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가 동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16) MacArthur 사령관은
동년 4월 3일의 동위원회의 결의를 채택한 후 동년 4월 26일 “일반명령 제1호”를 대체하는
“일반명령 제20호”(General Order No.20)를 발표했다.17)

5)
6)
7)
8)
9)

Jean Picte, Conentary Geneva Convention I(Geneva : ICRC,1952) pp.126-127.
Karl Josef Partch, “Humanitarian Law and Armed Conflict” EPIL, Vol.3, 1953, p.216.
Ibid.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V(Geneva:ICRC, 1958), p.626.
Ibid.

“일반명령 제20호”의 형식으로 수정 발표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는
동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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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의 내용
극동군사재판소 헌장
극동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 c항은 인도에 반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 반한 죄, 즉 전전(戰前) 또는 전쟁 중 행한 살육,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의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
상기 범죄의 어느 것을 범하고자 하는 공동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또는 실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교사자 및 공범자는 여사(如斯)한 계획의 수행상 행하게 된 일절의 행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에 의하여 행사되었던가를 불문하고 책임이 있다.
Charter of the Far East Military Tribunal
Article 5(c)
Crimes against Humanity: Namely,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and other inhumane acts committed before or during the war, or
persecutions on political or racial grounds 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whether or not in violation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untry where perpetrated. Leaders, organizers,
instigators and accomplices participating in the formulation or execution of
a common plan or conspiracy to commit any or the foregoing crimes are
responsible for all acts performed by any person in execution of such plan.
3. 극동군사재판소의 실례
1946년 1월 19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D. MacArthur 원수의 명령에 의하여 극동군사
재판소가 일본의 주요 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동경에 설치될 것이 선언되었고, 이에 따라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이 제정되었음은 전술한 바이다. 동헌장은 뉘른베르크 재판소 헌장과
거의 같은 것이다. 동 재판소는 영국 · 미국 · 중국 · 구소련 등 11개국으로부터 각각 1명씩
임명된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11개국은 일본과의 전쟁에 깊은 관계가 있었던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다. 1946년 4월 29일에 동 재판소에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2년
후인 1948년 4월 16일에 심리를 종결하였고, 동년 11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초
피고는 28명이었으나 3명의 병고와 사망으로 판결은 25명에게만 선고되었다. 7명이 교수형,
16명이 무기금고형, 1명이 7년 금고형에 각각 선고되었다. 그 중에는 동저용기(수상 육군

대장), 평소기일양(수상추밀원의장), 광전홍의(외상), 목호행일(내상), 송광양우(외상), 황목
종부(육군대장 육상, 문상) 등 군인과 정치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동 헌장 제17조에 의거하여
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은 소압형무소에서 1948년 12월 23일에 집행되었다.
II. 국제군사재판소
1.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제정
1945년 11월 1일 미국 · 영국 · 구소련은 모스코회담에서 독일의 전쟁범죄인 노예에 관한
“모스코선언”(Moscow Declaration)을 발표했으며,18) 1945년 5월 8일의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 대한 처리를 위한 포츠담회담이 1945년 7월 17일에 개최되어 전기 “모스코선언”을
재확인하는 “포츠담선언”이 행하여 졌다.19)
1945년 8월 8일 미국 · 영국 · 프랑스 · 구소련은 전쟁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구주
극동군의 주요전범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을 체결
했으며, 또한 이들 4대국은 동 협정의 부속서의 형식으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The
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을 체결했다.20)
2.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내용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 c항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 c항은 인도에 반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 반한 죄, 즉 전전(戰前) 또는 전쟁중 어떠한 민간주민에 대하여 범한 살육,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의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rticle 6(c)
Crimes against humanity: namely,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and other inhumane acts commit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before or during the war, or persecutions on political, racial or
religious grounds 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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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of the Tribunal, whether or not in violation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untry where perpetrated.
3. 국제군사재판소의 실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거하여 1945년 10월 18일에 베를린에서 기소장이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20일에 뉘른베르크에서 심리가 개시되어 1946년 8월 31일에 종결되었다.
판결은 동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다.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8월 31일까지 403회의 공개재판이 열렸고, 36명의
증인이 검찰관을 위해 구두증언을 하였고, 61명의 증인이 피고인 측을 위하여 구두증언을

제5절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I.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및 전투원을
확립된 관습, 인도의 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권한 하에 놓인다.

하였다. 143명의 증인이 서면으로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단체에 관한 증언청취를 위해서

In cases not covered by this Protocol or b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동 재판소는 특별위원을 임명하였는데, 이 위원에 대하여 101명의 증인이 변호를 위해 증언을

civilians and combata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authority of the

하였다. 피고는 처음에 24명이었으나 Lay는 구금 중에 자살하고, Krupp가 병으로 심리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delivered from established custom, from the

(審理)가 정지되어 22인에게만 판결이 선고되었다.

principle of humanity and from the dictates from public conscience.
위의 규정은 이른바 마르텐스 조항이다. 본 의정서 및 다른 협정의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확립된 관습, 인도의 원칙 및 공공양심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이다. 여기 인도의 원칙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II. 제2추가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전문 4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0) F
.C. Jones, H. Borton and B.R.Pearn,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Far East, 1942-194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p.297-98; Bruce Cummings, “American Policy and Korean Liberation,”in
Frank Baldwin(ed.), Without Parallel(New York: Random House, 1974), pp.51-52, New York Times, 15 Aug 1945.
11) M
 yung-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Paige Press, 1991), p.8; A.R. Buchanan,
The United States and World War II, Vol.2(New York: Hakper, 1964), p.594; Walter C Langsam, Historic
Documents of World War II (West Point: Greenwood, 1958), p.152.
12) Egon Schwelb, “Crime Against Humanity,” BYIL., Vol. 23, 1964, p.214.
13) Robert K. Woetzel, The Nurenberg Trials in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1967), p.22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14, No.348, Mar.10, 1946, pp.361-64, Schwelb, supra n.12, p.214.
14) 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1(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p.970; Schwelb, supra n.12, p.214.; Woetzel, supra n.17, p.22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ccupation of Japan, Policy and Progress, Far Eastern Series 17(Washington D.C.: USGPO, 1946), p.146.
15) Whiteman, supra n.14, p.970. 16) Ibid. 1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supra n.14, p.146.
18) Charles G. Fenwick, International Law, 4th ed.(New York: Appleton Century Crafts, 1965), p.760; Oscar
Svarlien,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Nations(New York: Macgraw-Hill, 1955), p.398.
19) Schwelb, supra n.12, p.18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13, No.318, July 29, 1945,
p.137; 김명기, “정신대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법성,”대한민국법학회,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정신대원의 인권문제(세미나 자료),
1992, 7쪽.
20) Fenwick, supra n.18, pp.760-61; Schwelb, supra n.12, pp.3-5, 178-79; Whiteman, supra n.14, pp.880-83.

현행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 인간은 인도의 원칙 및 공공의 양심의 명령의
보호 하에 놓임을 상기하면서,
Recalling that, in cases not covered by the law in force, human person remain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
제2추가의정서도 제1추가의정서와 마찬가지로 본 의정서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의 원칙에 따라 보호 하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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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1998년 7월 17일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
national Criminal Court)은 인도에 반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써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
나. 절
 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
사. 강
 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 · 인종적 ·
국민적 · 민족적 ·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2. 제1항의 목적상,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나. “절멸”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다. “노예화”라 함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없이 주민을 추방
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고통이나 괴로
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킨 여성의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임신과 관련된 각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 ·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규정의 목적상, "성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위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표시하지 아니한다.
인도에 반한 죄는 극동군사재판소 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해 최초로 지정되었으나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의해 명문화 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 인도의 원칙, 인도적 고려 등을 특히 마르텐스 조항을 규정
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인도의 원칙의 기본인 ‘선한 이웃 (good neighbor)’의 원칙을 그
전문에 규정하여 ‘유엔헌장’이 인도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1907년의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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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인 ‘육전에 있어서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은 동 협약 전문에 규정되어있고
4개의 제네바 협약은 전문이 없으므로 전문이 마르텐스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각 협약의
탈퇴에 관한 규정에 마르텐스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4개의 ‘제네바 협약’이 인도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인색한 감을 주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동 의정서 제1조에
그리고 제네바 협약 제2추가의정서 전문에 각각 마르텐스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절 남북기본합의서
I.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1. 일반 국제법상 법 지위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바 없다. 남한이 북한을 승인하는 것은 국내법상 헌법

요컨대 jus in bello 거의 예외 없이 마르텐스조항이 규정되어 인도의 원칙이 규정되어있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인도의 원칙은 전전국제협약에 의해 ius ad bellium인 유엔헌장은 그 전문에 인도

남한이 북한이 가입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남한이 유엔으로부터 국가의 승인의 효력이

주의의 기본인 선한 이웃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jus in bello와 jus ad bellium이

발생하는 것은 유엔헌장 제4조에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인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승인은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유엔에 북한이 가입하여 유엔으로부터 북한이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나 이는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서이며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아니다
(상대적 효과). 조약 중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묵시적 국가의 승인이 되나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엔헌장은 다자조약이므로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상호 국가로 승인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남한과 북한은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다변적 조약이
아니라 이변적 조약이므로 이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력이 발생하나, 묵시적
승인의 효력은 명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어 남과 북이 상호 국가의 승인의 효력
발생을 배제했으므로 동 합의서의 체결에 의해 남과 북은 상호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다.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각각 공식적 국가명과 공식적
직위를 표시했으므로 동 선언이 이변적 조약이 아니더라도 상호 상대방을 묵시적으로 국가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동 선언 제1항 제1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남과 북은 … 이미 채택한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위 합의에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동 합의서 전문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동 합의서에
의해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채택으로 묵시적 국가의 승인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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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상 법적 지위

IV. 특수한 합의의 국가법상 의미

1991년 9월 17일 남과 북은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노대통령은 동년

“기본합의서”가 남과 북 간의 특수한 합의라는 국가법상 의미는 “국가와 국가” 간의

9월 24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합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는 남도 북도 모두 국가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한은 (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ⅱ) 군사적 신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은 국가이나 북은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며, 북한의 입장에서

구축을 바탕으로 한 군축, (ⅲ) 사람과 물자 · 정보의 자유로운 교통의 3대 원칙에 합의해야

보면 북은 국가이나 남은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특수한 합의란 국제법상 용어로 표시

한다고 제의하였다.

해보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남은 남한 영역과 북한 영역에 대해 “법률상 통치권”을 행사

21)

하는 “중앙적 법률상 정부”(de jure Central)로 구성된 국제법상 실체라는 것이다.

II. 기본합의서의 체결 경과
...제5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제5차 회담 3일차인 1991년 12월 13일 회담

V.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
1. 규정

에서 쌍방 총리간에 “기본합의서”가 서명되게 되었다.22)
...1992년 2월 17일 대통령은 “기본합의서”를 재가했으며, 이 재가문서에는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부서했다.23)

가. 규정의 내용
제18조는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기본합의서”는 공포되었다. “기본합의서”는 1992년 3월 6일 관보 제12060호에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이로써 “기본합의서”는 발효에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게재되어 대통령 공고 제118호로 “공고란”에 공포되었다.

24)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25)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합의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체결되었다.

강구한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에 관한 쌍방의 발언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성안

III. 기본합의서의 특성

되게 된 것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이다.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그가

“기본합의서”는 그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라는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며,
또 사인으로서의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된 “계약”도 아니다. 이는 남과 북이라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체결된 합의로서의 성격을 가진 특수형태의 조약인 것이다.

제의한 “북남 화해와 협력, 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 (초안)(통합안)”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북과 남은 인도적 분야에서 호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기본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전문).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 아니라 민족 내부에서 체결된 “특수한 합의”인 것이다.
그러나 “기본합의서”가 남과 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규정을 둔 것은
남과 북이 상대방을 서로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하려는 통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남과 북이 상호 묵시적 국가승인을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26)

그것은 그 이외의 조약으로서의 기타의 모든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서울 :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2), 5-6쪽.
22) 통일원 전주 21, 9쪽. 23) 통일원 전주 21, 15쪽. 24)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2060호, 1992.3.4., 36쪽.
25)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9호) 제11조는 조약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2조는
제11조의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국내적 효력을 발생한 날은 관보의 발행일인
1992년 3월 6일이 된다.
26) 묵
 시적 승인은 명시적 의사로 배제할 수 있다(Wesley L. Goul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New York:
Harper, 1957), p.235;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8), pp.369-71. “기본합의서” 전문이 “남과 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특수관계”라고 규정하여
“기본합의서”의 체결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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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화해 ·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한 바 있다.
쌍방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실시하며,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한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과 북은 각각의 제의를 했으나 협의, 절충 끝에 “기본
합의서” 제18조와 같이 규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1972년의 “남북공동성명” 제4항은 적십자회담을 적극 협조한다고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1972년의 “동 서독 기본조약” 제7조에는 인도적인 문제를 협의한다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나. 규정의 취지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은 통일을 향한 “화해 · 협력”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통일의 방법으로서 요구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산가족의 재회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통일의 방법으로써 “화해 · 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 요구되며 또한 그 자체가 통일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합의서”는 제18조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재회 등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는 “유엔헌장” 제1조 제3항, “세계인권
선언”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정전협정” 제59항, “제네바 제4협약” 제25조,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제74조 등이었다. 남과 북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된 것으로는 “기본합의서”가
최초의 것이다.
2. 해설
가. 가족과 친척
제18조에 규정된 “가족 친척”의 개념과 범위는 남과 북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남과
북이 별도의 합의로 그 개념과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남측은 1985년 8월 27일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후에 출생한 자녀를 “남북왕래
가족”으로 규정하고 “친척”의 범위를 부계 8촌, 처가 및 모계 4촌으로 할 것을 제의
한 바 있다.
나. 기타 인도적 문제
제18조에 규정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이산가족문제 이외에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비정치적인 문제를 뜻한다. 남측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1985년
6월 28일 “기타 인도적 문제”를 사망자의 유품 · 유골의 송환, 분묘의 이장 등의 문제로
해결한 바 있다.

제8절 한국정전협정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남무력공격에 의해 발발된 한국동란 · 한국전쟁은 3년여의
접전 끝에 1953년 7월 17일 군사정전협정의 체결로 한국전쟁은 정전 상태에 있게 되었다.
동정전협정은 UN군 사령관 미군대장 크락크(Clark)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 간에 서명되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 당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UN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에 의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효력을 받고 있다.
동정전협정 제 59항을 인도적인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유엔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私民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
하며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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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私民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이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私民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쌍방이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私民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1) 실
 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제3장 인도법의 국제법원화
본 장에서는 전술한 인도(humanity),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인도적 고려
(consideration of humanity),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 등에 관해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결과 학설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학설은 국제법의 법원이 되므로 인도, 인도주의, 인도적 고려,
인도의 원칙 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학설은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international law)이 되므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제법의 법원이 된다는 의미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중에는 인도를 그 자체를
국제법의 법원으로 보는 판결이 있다. 이는 ‘판결’로서가 아니라, 인도 그 자체가 국제법의
법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인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인도, 인도주의, 인도적 고려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기 전에,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결이 사실상 법원성에 관해 고찰하고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개괄하기로 한다.

임무는 運輸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제1절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법원성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들)을 선정하며

I.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越境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
 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
 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위 정전협정에 한국이 서명하지 아니했으나 동정전협정 제 59조가 인도적인 문제에 관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무력충돌의 경우 정전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라고 규정해왔으나,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적인 문제에 관해
서는 남북 쌍방이 주장해 온 바 없음은 심히 유감이다.
이 장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실정법화는 여러 개의 국제조약에 의해 실행되어왔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은 사법적 재판의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법적 재판 및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sher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위의 규정 중 “사법적 재판”(judicial decisions)에는 국제재판과 국내재판을 포함하며,27)
국제재판에는 국제사법재판과 국제중재재판을 포함하며,28) 국제사법재판에는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과 권고적 의견을 포함하며,29) 재판에는 판결 이외에 명령 등 기타 재판을 포함
한다.30)
“법칙결정”(determination of rules of law)중 “법칙”은 국제조약(제1항), 국제관습법
(동), 법의 일반원칙(동)의 규칙을 뜻하며31) 가장 일반적으로는 국제관습법을 뜻하게
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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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수단”(subsidiary means)이란 법칙의 존재와 사용을 지정하는 수단(means

재판을 따를 높은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법적 일관성은 편견의 비난을 피하는

of indicating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rules of law),33) 즉 적용하여야 할 법의

아주 명백한 수단이기 때문이다(Judicial and arbitral decisions can be evidence of

애매성을 명백히 하는 수단(means of clarifying ambiguities in the law which is to be

customary law. There is no formal stare decisis doctrine, as know in common

국제

law system.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urts are not obliged to follow

법의 간접적 법원(indirect source of international law)이란 의미인 것이다.36) 그러므로

previous decisions, although they almost always take previous decisions into

사법적 재판은 그 자체 법칙, 즉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의 규칙이 아닌 것이다.

account. … It is probably true to say that judges can also create new law.

따라서 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principle of precedent)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respect.

applied)을 의미하며,

34)

제2차적 수단(secondary means)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35)

II. 학설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은 학설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1. Peter Malanczuk
Malanczuk는 국제법상 보통법체계에서 인정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은 없으나 국제재판
소는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견을 피하기 위해 선 재판을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적으로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결국 판례의 법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사법재판과 중재재판은 관습법의 증거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체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은 공식적인 선례구속의 원칙은 없다. 국제법상 국제재판소는 선 재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국제재판소는 선 재판을 고려한다.
재판관 역시 새로운 법을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진실인 것이다. 이 점에서
국제재판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동 재판소의 많은 재판이 후속적으로 일반적인
수락을 가져 온 국제법의 혁신을 유도했다…. 국제재판소가 후의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Many of its decision introduced innovation in to international law which have
subsequently won general acceptance.… There is strong probability that
international court follow such decisions in later cases, since accusations of
bias).37)
2. Shobtai Rosenne
Rosenne는 상설 재판소의 재판은 판례적 가치를 갖고 재판은 재판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례를 따르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상설 재판정의 재판은 판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는 추세는 모든 재판정에
의해 자연스러운 것이다. ··· 더러는 재판소가 선례에 있어서 법적 문제를 취급할
경우 재판소의 사례법에 있어서 일관성과 안전성을 위한 일반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The tendency to recognize that decisions of permanent tribunal have
preaccidental value is a natural one for all tribunals ··· others reflect the
general desire for consistency and stability in the courts case-law when the
court is dealing with legal issues which have been it in previous case).38)

27) R
 overt Jennings and Arthur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anal Law, 9th ed.(London : Longman, 1992),
pp41-42 ; 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s, 1976), pp.29-30.
28)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20.
29) Ibid., pp.22-23.
30) Shai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ol.4, 3rd ed. (Hauge :
Martinus, 1997), pp. 1920-1926.
31)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New York : Praeger, 1951) p.523 : Rosenne, supra n.30, p. 1607.
32) Ibid., p.1608.
33) Mihel Virally,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n Max Sorensen 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Macmillan, 1968) p.150.
34) Hons-Jurge Schlochau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PIL,,Vol.1, 1981, p.81.
35) Virally, supra n.35. p.152. 36) Jennings and Watts, supra n. 27, p.41.

3. David H. Ott
Ott는 다음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상 선례구속의 원칙은 없으나 합리적 이유로 된
재판은 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며 사법적 재판은 규정 제38조의 엄격한 해석보다 넓은
해석을 하게 한다고 하며 판례의 “사실상”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 선례구속 또는 판례구속의 원칙은 없다.··· 합리적 이유로 된
재판은 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법적 재판의 효과는 제38조가 제시
하는 엄격한 읽음 보다 더 광범한 것이다(There is no doctrine of stare decisi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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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precedent under Statute. ···A well-reasoned decisions is bound to

제38조는 제59조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사법적 재판을 법칙결정의

influence the course of the law′s development the effect of judicial decisions

보조적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재판은 국제법의 발전에

thus rather more subtle than a strict reading of Article 38 might suggest).39)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 왔고 사법적 재판의 권위와 설득력은 경우에 따라 그들이 향유

4. Valerie Epps
Epps는 재판소는 선례구속의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흔히 재판소는 선행 사건을
인용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을 간접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재판소는 선례구속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 사법적 재판은 흔히 미래의
재판에 영향을 주며 국제재판소는 흔히 선행 사건을 인용한다(The court does not
apply the rule of stare decissis. Nonetheless international judicial decisions
often influence future decisions and international court often cites earlier
cases).40)
5. Mark W. Janis
Janis는 재판은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로 다른 재판에 인용된다고 하여 결국
사법적 재판의 법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재판소의 재판, 특별히 국제재판소의 재판은 관습국제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로서 흔히 다른 재판에서 인용된다(The decisions of court, especially those of
the international court, are often employed in other forums as evidenc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of general principles of law).41)
6.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Jennings와 Watts는 재판은 국제법의 보조적 간접적 법원이지만 사법적 재판의 권위와
설득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여 “사실상” 법원임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인정
하고 있다.
재판소와 재판정의 재판은 국제법의 보조적 간접적 법원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7)
38)
39)
40)
41)

Peter Malanczuk(ed.),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London : Routledge, 1987), p.51.
Rosenne, supra n.30 p.1610.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Londan :Pitman,1987), p.29.
Valerie Epps, International Law, 4th ed.(Druhorn :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p28.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oston : Little Brown, 1998), p.69.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Decisions of courts and tribunals
are a subsidiary and indirect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38 of the
Sta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ovides that subject to Article
59, the Court shall apply judicial decisions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rules of law. Nevertheless, judicial decision has become
a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authority and persuasive power of judicial decisions may sometimes give
them greater significance than they enjoy formally).42)
7. Ian Brownlie
Brownlie는 사법적 재판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원은 아니나 다음과 같이 법의 존재의
유권적 증거로 간주된다고 하여 사실상 법원임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법적 재판은 엄격히 말해서 형식적인 법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최소한 법의 존재의 유권적 증거로 간주된다. 제38조 제1항(d)의 “보조적 수단” 표시의
실질적 의미는 과장되지 아니한다. 법학의 논리체가 법을 위한 중요한 결과를 자연
스럽게 갖게 된다(Judicial decisions are not strictly speaking a formal source,
but in some instances at least they are regarded as authoritative evidence
of the state of the law, and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label "subsidiary
means" in Article 38(1)(d) is not to be exaggerated. A coherent body of
jurisprudence will naturally have important consequences for the law).43)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은 Malcolm N.Show,44) Hans- jurgen Sehlochauer45)
등에 의해서도 수락되어 있다.
III. 판례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을 인정한 판례와 선재판을 인용하여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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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성을 인정한 판례

2. 선 사법적 재판을 인용한 판례

가. Anglo-Iranian Oil Co. Case(1952)

가. Jaworzina case(1923)

Anglo-Iranian Oil Co. Case(1952)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법적 재판은 재판의
기초가 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 한 바 있다.

Meerauge case(1902)의48) 판정이 인용되었다.
나. Polish Postal Service Case(1925)

규정 제38조는 명령이며 임의가 아니다. 이는 재판소에게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법적 재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적 재판”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이 재판소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법리학을 포함하고 있다. 본인은 재판소의
재판의 기초로의 재판소에 의해 적용된 원칙을 포함한다고 의심하지 아니한다
(Article 38 of the Statutes is mandatory, and not discretionary. It requires the
Court to apply judicial decisions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The expression "judicial decisions" certainly includes the
jurisprudence of this Court, and of Permanent Court. I have no doubt that it
includes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as the basis of its decisions ).

46)

나. Barcelona Traction Case(Second phase)(1970)
Barcelona Traction Case(1970)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전 재판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 일반화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판은 재판소 또는 청구위원회의 관할권을 성립하고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의존된 문서의 조항을 인용했다. 그들은 각 경우에 특수
사정을 낮게 보는 일반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In the most case the decisions
cited rested upon the terms of instrument, establishing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s of claims commission and determining what rights might enjoy
protection ; they cannot therefore give rise to generalization going beyon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each case).

47)

Piuus Funds of the California Case(1902)와49) 판결이 인용되었다.
다. The Lotus Case(1927)
Costa Rica Pocket Case(1897)의50) 판결이 인용되었다.
라. 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1933)
Palmas Island Case(1928)의51) 판정이 인용되었다.
마. Minguiers and Ecrehos Case(1953)
The Legal States of Eastern Greenland Case(1933)의52) 판결이 인용되었다.
바. Nottebohm Case(1953)
Alabama Arbitration(1872)의53) 판정이 인용되었다.
사. Certain Fronrier Land Case(1959)
Genocide Case(1951)의54) 판결이 인용되었다.
아. Temple of Preah Vihear Case(1961)
Polish Postol Service in Damzig Case(1925),55) Anglo-Iranian Oil Co.
Case(1952),56) Airial Incident of July 27, 1955 Case(1955)57)
South West Africa Voting Procedure Case(1955)58)의 판결이 인용되었다.
자. Gulf of Maine Case(1984)
Anglo-Franch Continental shelf Case(1977)의 판정이59) 인용되었다.
차. Lo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Case(1990)
Northern Cameroons Case(1963)6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42)
43)
44)
45)
46)
47)

Jennings and Watts, supra n.27, p.41.
Brownlie, supra n.28, p.19.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86.
Schlochauer, supra n.34, pp.80-81.
ICJ, Reports, 1952, p.143.
ICJ, Reports, 1970, p.40.

Case(1986),61) Gulf of Maine Case(1984),62) Free Zone of Upper Savoy
and District of Gex Case(1932)63) Border and Transponder Armed Ailerons
Case(1988),6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1969),65) 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19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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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Norwegian Loans Case(1957)67) Continental Shelf Case(Tunisia
Libya)(1981)의 판결이68) 인용되었다.
카. Maritime Delimitatian and Territory Question Case(1994), Factory of Charzow
Case(1927),69)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1992)의
판결이70) 인용되었다.
타. The Territorial Dispute(Libya/Chad) Case(1994)

댜. Case Concerning Pedra Branca(2008)
Pulou Ligatan and Pulau Sipadan Case(2002),96) Temple of Preah Vihear
Case(2007),97) Genocide Case(2007),98) Eastern Greenland Case(1933),99)
Island of Palmas Case(1928),100) Genocide Case(2007),101) Golf of Maine
Case(1984),102) Fisheries Case(1951),10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1969)104) Nuclear Test Case(1974)105)의 판결이 인용되었다.

Certain Frontier Land Case(1959)71) Acquisition of Polish Nationality, Advisory
Opinion(1923),72) Lighthouses Case(1934),73)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1987),74) Temple of Preah Vihear Case(1962),75)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1992),76) Western Sahara Case(1975),77)
Frontier Dispute Case(Bukind Faso/Mali)(1986),78)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America in Morocco Case(1952),79) Eastern Greenland
Case(1933),80) Fisheries Case(1951)81)의 판결이 인용되었다.
파. R
 equest for Interpretation or the Judgement in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Case(Cameroon/Nigeria)(1999).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1973),82)
Continental Shelf Case(Tunisia/Libya)(1995),83) Factory of Charzow(1927),8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Case (1994)의85) 판결이 인용되었다.
하.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iau Ligitan and Pulau Sipadon(2001)
Continental Shelf Case Libya/Malta(1981),86) Land, Istand and Maritirne
Frontier Dispute Case(1990),87) Continental Shelf Case(libya /malta)(1981)88)의
판결이 인용되었다.
갸. C
 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titime Boundary(2002), Frontier Dispute
Case(Brukina Faso/Mali)(1986),89) Territorial Dispute Case(Libya/Chad)
(1994),90)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1992),91) Minguiers
and Ecrehos Case(1953),92)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1975),93)
Continental Shelf Case(Tunisia/Libya) (1982)94)의 판결이 인용되었다.
냐. Genocide Case(200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Case(1984)의95) 판결을 인용했다.

48) PCIJ, Series B, No.8, 1923, pp,42-43.
49) PCIJ, Series B, No.11, 1925, p.30. 50) PCIJ, Series B, No.10, 1927, p.26.
51) PCIJ, Series A/B, No.53, 1933, p.45. 52) ICJ, Reports, 1953, p.42.
53) ICJ, Reports, 1953, p.119. 54) ICJ, Reports, 1959, p.257. 55) ICJ, Reports, 1961, p.38.
56) ICJ, Reports, 1961, p.32. 57) ICJ, Reports, 1961, p.37. 58) ICJ, Reports, 1961, p.38.
59) ICJ, Reports, 1984, pp.302-303. 60) ICJ, Reports, 1990, p.143. 61) ICJ, Reports, 1990, p20.
62) ICJ, Reports, 1990, p.23, 50. 63) ICJ, Reports, 1990, p.27. 64) ICJ, Reports, 1990, p.27.
65) ICJ, Reports, 1990, p.38. 66) ICJ, Reports, 1990, pp.42-50. 67) ICJ, Reports, 1990, p.46.
68) ICJ, Reports, 1990, p.46. 69) ICJ, Reports, 1994, p.18. 70) ICJ, Reports, 1990, p.18.
71) ICJ, Reports, 1994, p.22. 72) ICJ, Reports, 1994, p.25. 73) ICJ, Reports, 1994, p.25.
74) ICJ, Reports, 1994, p.23. 75) ICJ, Reports, 1994, p.35, 47, 78. 76) ICJ, Reports, 1994, p.49, 89.
77) ICJ, Reports, 1994, p.49. 78) ICJ, Reports, 1994, p.59. 79) ICJ, Reports, 1994, p.70.
80) ICJ, Reports, 1994, p.77. 81) ICJ, Reports, 1999, p.78. 82) ICJ, Reports, 1999, p.13.
83) ICJ, Reports, 1999, p.13. 84) ICJ, Reports, 1999, p.21. 85) ICJ, Reports, 1999, p.31.
86) ICJ, Reports, 2001, p.32. 87) ICJ, Reports, 2001, p.32. 88) ICJ, Reports, 2001, p.32.
89) ICJ, Reports, 2002, p.54 90) ICJ, Reports, 2002, p.54. 91) ICJ, Reports, 2002, p.55.
92) ICJ, Reports, 2002, p.116. 93) ICJ, Reports, 2002, p.116. 94) ICJ, Reports, 2002, p.119.
95) ICJ, Reports, 2002, para.207. 96) ICJ, Reports, 2008, para.32. 97) ICJ, Reports, 2008, para.43.
98) ICJ, Reports, 2008, para.45. 99) ICJ, Reports, 2008, para.63. 100) ICJ, Reports, 2008, para.76.
101) ICJ, Reports, 2008, para.45. 102) ICJ, Reports, 2008, para.121. 103) ICJ, Reports, 2008, para.225.
104) ICJ, Reports, 2008, para.228. 105) ICJ, Reports, 2008, para.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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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학설
인도에 관한 국제 판례는 “보조적 국제법원화”라 명명하기로 한다. 국제법상 판례와 학설은
보조적 국제법원이다. 그러므로 인도에 관한 국제 판례와 학설은 보조적 국제법원화라 명명
하기로 한다.
I. 판례
인도적 고려를 의무의 연원(source of obligation) 또는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판시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Corfu Channel Case(1949)
알바니아가 영해에 수뢰를 부설하여 영국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알바니아가 자동촉발수뢰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체약당사자이다. 그리고 동 협약이 적용될
전시이냐로 불문하고 인도의 고려에 따라 알바니아는 수뢰부설에 관한 사실을 통고할
의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2. Asylum Case(1950)
Asylum Case(1950)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인도가 진정한 법의 기초(true legal basis)
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비호가 군중의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의 폭력과 무질서에 대해 정치범의 보호를 위한 인도적
근거에 따라 허용된다는데 대한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왔다.110)
(It has not been disputed by the parties that asylum may be granted on
humanitarian grounds in order to protect political offenders against the violent
and disorderly action of irresponsible sections of the population)
이는 재판소가 인도가 진정한 법의 기초가 된다는 지시로(dictates of humanity to be
the true legal baiss)고려한 것이다.111)
요컨대 이 사건은 비호를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 기초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Corfu Channel Case(1949)
or Asylum Case(1950)는 인도를 국제법의 연원의 하나로 본 점에서 동일하다. 즉

Corfu Channel Case(1949)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알바니아는 인도의 기본적인 고려에

Corfu Channel Case 와 Asylum Case는 인도를 국제관습법 또는 법의 위반원칙에 한

따라 행동할 의무(Obliga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elementary consideration of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국제법,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위반원칙과 같은 수준의

humanity)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법원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원칙 인도의 기본적인 고려 전시보다 평시에 더 의미가 있다.106)
(General and well-recognized principles including 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 even more exacting in peace than in war)
이는 국제법을 강조하거나 명시적으로 강조하기로 선량한 이웃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107)
즉 이는 인도적 고려에 따라 행동할 의무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의 의무의
연원 또는 법의 연원이라는 의미이다.108) 따라서 알바니아가 1907년에 제7호(자동촉발해저
수뢰의 부설에 관한 협약) 헤이그협약의 당사자 이냐 아니냐 또는 영국과 알바니아의 관계
가 전시냐 평시냐의 여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109)

3. South West Africa Case (1966)
South West Africa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헌장 전문의 특별한 법적 규정의
도의적 정치적 기초를 이르는 법규칙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인도적 고려는 법규칙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인도적 고려는 법규칙을 위한 영감적 기초를 형성한다. 예컨대 마치 유엔헌장 전문
이하에 규정된 특별한 법적 규정을 위한 도의적 정치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고려는 법규칙을 준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 구성한다.112)
(Humanitarian consideration may constitute the inspirational basis for rule of

106)
107)
108)
109)

ICJ, Reports, 1949, p.22
G. G. Fitzmaurice,“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IL, Vol.27, 1950, p.33.
Ibid.
Ibid.

law, just as, for instance, preable part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constitute
the moral and political basis for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thereinafter set
out. Such considerations do not, however, in themselves amount to rule of
law. All states are interested – have an interest – in such matters.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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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 of an interest does not by itself entail that this interest is specially

그러면서 이 명제는 선량한 이웃원칙(good neighbor principle)의 존재를 전제로 한

judicial in character)

것이라고 논한 것이라고 논한다.116) 따라서 Corfu Channel Case에서 알바니아는 1907년의

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1986)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s Case(1986)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907년 헤이그 제8협약의 특별규정에 강조된 인도법의 원칙의 위반에
관해 동 원칙이 Corfu Channel Case에서 잘 표시되었다고 Corfu Channel Case에서의
재판소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들 원칙은 Corfu Channel Case에서 재판
소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제8헤이그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의무와 관계없이 인도의 기본적 고려에 따라 어뢰의 부설을
통고할 의무가 있다고 논급한다.117)
그가 인도적 고려의 원칙을 “선한 이웃의 원칙”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은 “유엔
헌장” 전문의 선언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Fitzmaruice는 “인도적 고려”를 국제법상 의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Ian Brownlie
Brownlie는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 법창조의 조약(Law Making Treaties),

특정의 일반적인 잘 승인된 원칙 즉 인도의 기본적 고려, 전시보다 평시에 더 강요되는

국제관습(Internatioal Custom),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사법적

것이다.113)

재판(Judicial decision)과 함께 인도의 고려(Considerations of Humanity)를 열거하고

(Those principles were expressed by the Court in the Corfu Channel case as

있다. 즉, 인도의 고려를, 법의 일반원칙 또는 국제관습법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된

follows: certain general and well-recognized principles; namely: elementary

법의 연원으로 보고 있다.118) Corfu Channel Case(1949), Nicargua Case(1889) 그리고

consideration of humanity, even more exacting in peace than in war (ICJ,

South West Africa Case(1966) 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논하고 있다.119)

Reports, 1949, p.22))

물론 G.G. Fitzmaurice120)와 H.Thirlway121)논지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재판소가 인도의 원칙을 충분한 법의 연원(as a sufficient source of law)임을
간주한 것이다. 이는 인도의 고려가 일반국제관습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c의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114)
II. 학설
1. G. G. Fitzmaurice
Fitzmaurice는 Corfu Channel Case(1949)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

요컨대 Brownlie는 인도적 고려를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의
내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과 같은 법의 연원의 하나로 보고 있다.
3. John O’Brien
O’Brien은 사례법에 의해 인도적 고려가 포함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례법이 윤리적 원칙이 인도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Corfu Channel Case(1949)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인도의 기본적 고려를 인용

하면서 국가는 인도의 기본적 고려에 대해 행동할 의무가(obligation to act in accor

하고 있다.

dance with 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115)

…… 재판소가 국제법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의 차이를 보존
하는 것은 중요하다.

110)
111)
112)
113)
114)

ICJ, Reports, 1950, p.282.
Fatemaurice, supra, n.107, p.33.
ICR, Reports, 1966, p.34, para. 50.
ICJ, Reports, 1986, p.112, para. 215.
H
 ugh Thirlyway,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Part Two), BYIL,
Vol. 61, 1990. p.9.
115) G. G.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IL, Vol.27 1950, p. 4.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Case law should include references to ethical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of humanity in the Corfu Channel Case where
the court referred to 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122) …… It is
important to the tribunal determining matter of international law to pressure
the distinction between matters de lege lata and matters de lega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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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en도 Corfu Channel Case(1949) 판결을 인용하여 인도의 원칙을 독립된 국제
법의 원칙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인도의 원칙을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위반
원칙과 대조한 국제법의 법원으로 보고 있다.

제4장 인도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 (인도의 연성 국제법화)
유엔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 국제법의 연원이 아니지만 그것이 발전하여 국제법의
연원이 된다. 그러므로 유엔총회의 결의는 연성 국제법(soft international law)이라 한다.

4. Hugh Thirlway

그러므로 인도, 인도적 고려, 인도주의의 원칙이 유엔총회의 결의로 나타나는 것을 연성

Thirlway는 인도적 고려 (consideration of humanity)라는 소제목 하에 Gigi Fitzmaurice
논문을 이용하여 인도적 고려를 법의 연원(source of law)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Fitzmaurice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법화라 명명하기로 한다.

제1절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유엔총회의 옵서버 지위 승인
I. 유엔총회의 결의, 1968.12.19.

Thirlway는 인도의 고려라는 소제목 하에 Fitzmaurice의 첫째 논문에서 법의 연원
가운데에 인도적 고려를 포함시켰다. Corfu Channel Case에서 그의 견해에 기초한
알바니아가 그의 영해에 어뢰지역의 존재를 통고할 의무를 수립하는데 기여한 인도적
기본 고려 재판소가 인도의 기본적 고려를 요소로 참고한 바 있다.
(In the first of his article Fitzmaurice included consideration of humanity among
the source of law basing his view on the Corfu Channel Case where the court
refer to 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 as an element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lbania’s obligation to notify shipping of the existence of
a minefield in its territorial waters.123))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 December.1968.
 bserver status for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RES/45/6,
O
16 October 1990, forty-fifth session)
On 16 October 1990,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t its forty-fifth
session decided to invite the ICRC to take part in its proceedings as an observer.
A resolution to this effect, which was sponsored by 138 of the United Nations’
members, was adopted without a vote.
The text of the resolution is as follows:
Observer status for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role and mandates conferred upon it by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he General Assembly,
T
Recalling the mandates conferred upon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by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Considering the special role carried on accordingly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lations,
Desirous of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 Decides to invite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s and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in the

116) Ibid. 117) Ibid. 118) Brownlie, supra n.28, pp.27-28. 119) Ibid.
122) John O’Brien, International Law (London : Covendish, 2001), p.97.
123) Thirlway, Supra, n.114, p.6.

120) Ibid.

121) Ibid.

capacity of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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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implement
the present resolution.
II. 유엔총회의 결의, 1994.10.19.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 October. 1994.
 bserver status f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s Cross and Red Cresent
o
Societies in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the special function of the member societie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which are recogn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s auxiliaries to the public authorities in the
humanitarian field on the basis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onsidering the specific rol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in international
c
humanitatrian relations as further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esirous of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
International Federation,
1. D
 ecides to invite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escent Societies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s and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in the
capacity of observer;
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implement
the present resolution
동 결의는 유엔 총회가 적십자사의 인도적 과업과 인도적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고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자발성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한 점에서도 자못
그 의의는 크고도 큰 것이다. 유엔총회가 특별히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독립성과 자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것은 모든 유엔회원국이 각기 그의 국가의 적십자사와 적신월
사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제2절 인도법의 적용과 핵무기의 위험성, 추가 의정서에 관한 결의
I. 유엔총회의 결의, 1968.12.1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 December, 1968
RESOLUTION2444(ⅩⅩⅢ)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LATIVE TO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applying basic humanitarian principles in all armed
conflicts,
Taking note of resolution ⅩⅩⅢ on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 adopted on
12 May 1968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Affirming that the provisions of that resolution need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as soon as possible,
1. Affirms resolution ⅩⅩⅤⅢ of the ⅩⅩ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held at Vienna in 1965, which laid dow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observance by all governmental and othe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action in armed conflicts:
a) That the right of the parties to a conflict to adopt means of injuring the
enemy is not unlimited;
b) That it is prohibited to launch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s as
such;
c) That distinction must be made at all times between persons taking part
in the hostilities and members of the civilian population to the effect that
the latter be spared as much as possible;
2. Invites the Secretary-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tudy:
a) Steps which could be taken to secure the better application of existing
humanitaria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ules in all armed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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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need for additional humanitarian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for other
appropriate legal instruments to ensure the better protection of civilians,
prisoners and combatants in all armed conflicts and the prohibition and
limitation of the use of certain methods and means of warfare;
3. R
 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take all other necessary steps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solution and to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twenty-fourth session on the steps he has taken;
4. Further requests Member States to extend all possible assistance to the
Secretary-General in the preparation of the study requested in paragraph 2
above;
5. Calls upon all States which have not yet done so to become parties to the
Hague Conventions of 1899 and 1907, the Geneva Protocol of 1925 and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유엔총회는 모든 무력 충돌에서 기본적인 인도의 원칙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 의해 1968년 5월 12일에 채택된 무력충돌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ⅩⅩⅢ결의를 주목하며, 동 결의의 규정이 가능한 한 조숙히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ⅩⅩ차 적십자 국제회의의 결의 ⅩⅩⅶ을
확인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기타 적절한 국제기구의 합의함에 있어서 연구를
위한 사무총장을 초청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a) 현존하는 무력충돌의 인도적 국제 협약과 규칙보다 좋은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
b) 모든 무력충돌에 있어서 민간인과 전투원 의보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도적
국제 협약은 적절한 법적 문서 필요
II. 유엔총회의 결의 제 55(Ⅰ) ,1946.11.1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 November. 1946.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Ⅰ),1946.11.19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LATIVE TO THE RED CROSS

 he General Assembly draws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
to the fact that the following purposes are of special concern, namely:
a) T
 hat the said Members should encourage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co-operation of duly authorized voluntary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b) T
 hat at all times the independent voluntary nature of the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be respected in all circumstances,
provided they are recognized by their Governments and carry on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Genva and The Hague Conventions and
in the humanitarian spirit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c) T
 hat the necessary steps be taken to ensure that in all circumstanced
contact may be maintained between the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of all countreis, so as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humanitarian task.
Forty-ninth plenary meeting,
19 November 1946.
유엔총회는 다음의 목적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고 결의하고 유엔회원국에게 아래
사항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회원국들은 자원적인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인가의
수립과 협조에 격려와 추진을 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독립적
이고 자발적인 사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적십자와 적신월사의 인도적 정신에 따라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존중
하여야 한다.
동 결의 역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즉, 기본원칙을 인도, 독립
그리고 자발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전부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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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지위
1. 유엔총회의 결의, 2006.12.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 December. 2006.
Thanking Member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affirming the continuing value of established humanitarian rules realating
R
to armed conflicts and the need to respect and ensure respect for those rules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 scope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pending the earliest possible termination of such conflicts,
 tress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us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S
Finding Commission in relation to an armed conflict, pursuant to article 90 of
Protocol Ⅰ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ressing also possibility of making us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S
Finding Commission to facilitate, through its good offices, the restoration of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 Ⅰ,
 tressing further the need to consolidate the existing body of international
S
humanitarian law through its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need for side
dissemination and full implementation of such law at the national level, and
expressing concern about all viol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동 결의는 추가의정서의 채택을 강조하고 특히, 국제 인도 사실발견위원회의 적용을 강조
하고 이를 위해 국가 수준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1994년의
헤이그 인도법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의정서에의해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혼합을
이뤄 ius in hello의 체계화에 했다는 점에서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에서 의의를 갖는다.
IV. 유엔총회의 결의, 2006. 12. 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 December. 2006
Ⅰ. Resolution 61/30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4 December 2006) : Status of the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armed conflicts
Thanking Member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affirming the continuing value of established humanitarian rules relating
to armed conflicts and the need to respect and ensure respect for those rules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 scope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pending the earliest possible termination of such conflicts,
Stress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us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Commission in relation to an armed conflict, pursuant to article 90 of
Protocol I124)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125)
 tressing also the pos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S
Commission to facilitate, through its good offices, the restoration of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 I,
Stressing further the need to consolidate the existing bod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rough its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need for wide
dissemination and full implementation of such law at the national level, and
expressing concern about all violations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s,126)
Noting with satisfac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national commissions
and other bodies involved in advising authorities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implementation, dissemin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meetings of representatives of those bodies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facilitate the
sharing of concrete experience and the exchange of views on their roles and on
the challenges they face,
Mindful of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 offering
protection to the victims of armed conflicts,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continuing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promote and disseminate knowledg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12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125, No. 17512.
125) Ibid., Vol. 75, Nos. 970-973. 126) Ibid., Vol. 1125, Nos. 17512-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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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s,
Recalling that the Twenty-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tressed the need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동 결의는 유엔의 국제평화안전의 유지 그리고 군축의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군축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V. 유엔총회의 결의 제1653(ⅩⅥ)1961.11.24.(핵무기의 사용금지 선언)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4 November. 1961
DECLARA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24 NOVEMBER 1961
The General Assembly,
Mindful of its responsibility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in the conside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disarmament,
Gravely concerned that, while negotiations on disarmament have not so far
achieved satisfactory results, the armaments race, particularly in the nuclear
and thermo-nuclear fields, has reached a dangerous stage requiring all possible
precautionary measures to protect humanity and civilization from the hazard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catastrophe,
Recalling that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using unnecessary
human suffering, was in the past prohibited, as being contrary to the laws of
humanity and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y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binding agree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f St. Petersburg of 1868, the
Declaration of the Brussels Conference of 1874, the Convention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and the Geneva Protocol of 1925, to
which the majority of nations are still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use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would bring
about indiscriminate suffering and destruction to mankind and civilization
to an even greater extent than the use of those weapons declared by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agreements to be contrary to
the laws of humanity and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elieving that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and
B
thermo-nuclear weapons, is a direct negation of the high ideals and objectives
which the United Nations has been established to achieve through the
protection of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through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ir cultures,
1. Declares that:
a) The use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is contrary to the spirit,
letter and aims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such, a direct violatio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 T
 he use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would exceed even the
scope of war and cause indiscriminate suffering and destruction to mankind
and civilization and, as such, is contrary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o the laws of humanity;
c) The use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is a war directed not
against an enemy or enemies alone but also against mankind in general,
since the peoples of the world not involved in such a war will be subjected
to all the evils generated by the use of such weapons;
d) A
 ny State using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is to be considered
as violating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acting contrary to the laws
of humanity and as committing a crime against mankind and civilization;
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onsult the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to ascertain their views on the possibility of convening a special
conference for signing a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weapons for war purposes and to report on the results
of such consult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eventeenth session.
동 결의는 핵무기의 사용이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로써 인도에 반하고 종례의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에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동 결의에서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에 반하는 결정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1에 선언된 바와 같이 전쟁법에
있어서 기본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요컨대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에 반한다고 결의한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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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호관계 원칙선언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원칙선언
I. 유엔총회의 결의, 1970.10.24.(우호관계 원칙 선언)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4 October. 1970.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 24 October 1970
 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RIENDLY
D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s 1815 (XVII) of 18 December 1962, 1966 (XVIII) of 16
December 1963, 2103 (XX) of 20 December 1965, 2181 (XXI) of 12 December
1966, 2327 (XXII) of 18 December 1967, 2463 (XXIII) of 20 December 1968 and
2533 (XXIV) of 8 December 1969, in which it 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which met in Geneva from 31 March to 1 May 1970,
Emphasizing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for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Deeply convinced that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would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world peace and
constitute a landmark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of relations
among States, in promoting the rule of law among nations and particularly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Charter,

 onsidering the desirability of the wide dissemination of the text of the
C
Declaration,
1. Approves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text of which i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2.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pecial Committee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for its work resulting in the elaboration of the Declaration;
3. Recommends that all efforts be made so that the Declaration becomes
generally known.
1883rd plenary meeting, 24 October 1970
ANNEX
 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D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in the term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re among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Recalling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are determined to practis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urs,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founded upon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of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irrespective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or the levels of thei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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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 in mind also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among nations,

Considering it equally essential that all State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Considering that the faithful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the fulfillment in
good faith of the obligations assum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ther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Reaffirming,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the basic importance of sovereign
equality and stressing that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can be implemented
only if States enjoy sovereign equality and comply ful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rincipl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Noting that the grea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nd scientific
progress which have taken place in the world since the adoption of the Charter
give increased importance to these principles and to the need for their more
effective application in the conduct of States wherever carried on,
Recalling the established principle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and mindful of the fact
that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in the
United Nations to the question of establishing other appropriate provisions
similarly inspired,
Convinced that the strict observance by States of the obligation not to intervene
in the affairs of any other State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ensure that nations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since the practice of any form of intervention
not only violates the spirit and letter of the Charter, but also leads to the creation
of situations which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calling the duty of States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military,
political, economic or any other form of coercion aimed against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territorial integrity of any State,
Considering it essential that all State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Convinced that the subjection of peoples to alien subjugation, domination and
exploitation constitutes a major obstacle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onvinced that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constitut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its effective applic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promotion of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Convinced in consequence that any attempt aimed at the partial or total disruption
of the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 State or country or at its political
independence is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as a whol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of relevant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mpete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relating to the content of the principles,
Considering that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the following
principles:
a) T
 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b) T
 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c) T
 he duty not to intervene in matters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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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duty of Stat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e)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f)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g)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 as to secure their more effective applic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s
community, woul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Having considere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1. Solemnly proclaims the following principles: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in its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Such a threat or use of force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never be employed as a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issues.
A war of aggression constitutes a crime against the peace, for which there is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have the duty to refrain from propaganda for wars of aggression.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to violate
the existing international boundaries of another State or as a means of 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territorial disputes and problems concerning
frontiers of States.
Every State likewis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to

violate international lines of demarcation, such as armistice lines, established
by or pursuant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it is a party or which it
is otherwise bound to respect. Nothing in the foregoing shall be construed as
prejudicing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status and
effects of such lines under their special regimes or as affecting their temporary
character.
States have a duty to refrain from acts of reprisal involving the use of force.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any forcible action which deprives
peoples referred to in the elabor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and independence.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organizing or encouraging the organization
of irregular forces or armed bands including mercenaries, for incursion into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organizing, instigating, assisting or
participating in acts of civil strife or terrorist acts in another State or acquiescing in
organized activities within its territory directed towards the commission of such
acts, when the acts referred to in the present paragraph involve a threat or use
of force.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not be the object of military occupation resulting from
the use of force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not be the object of acquisition by another State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No territorial acquisition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shall be recognized as legal. Nothing in the foregoing shall be construed as
affecting:
a) Provisions of the Charter or any international agreement prior to the Charter
regime and valid under international law; or
b) T
 he powers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Charter.
All States shall pursue in good faith negotiations for the early conclusion of a
universal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effectiv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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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strive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international tensions
and strengthen confidence among States.
All States shall comply in good faith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shall endeavour to mak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Charter more effective.
Nothing in the foregoing paragraphs shall be construed as enlarging or diminishing
in any way the scope of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concerning cases in which
the use of force is lawful.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Every State shall settle its international disputes with other Sta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States shall accordingly seek early and just settlement of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choice. In seeking such a settlement the parties shall agree upon such
peaceful means as may be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nd nature of the
dispute.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 the duty, in the event of failure to reach a solution
by any one of the above peaceful means, to continue to seek a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other peaceful means agreed upon by them.
States parties to an international dispute, as well as other States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ay aggravate the Situation so as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isputes shall be settled on the basis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choice of means. Recour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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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cceptance of, a settlement procedure freely agreed to by States with regard
to existing or future disputes to which they are parties shall not be regarded as
incompatible with sovereign equality.
Nothing in the foregoing paragraphs prejudices or derogates from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harter, in particular those relating to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duty not to intervene in matters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No State or group of States
has the right to intervene, directly or indirectly, for any reason whatever, in the
internal or external affairs of any other State. Consequently, armed intervention
and all other forms of interference or attempted threats against the personality of
the State or against it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ar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No State may use or encourage the use of economic political or any other type
of measures to coerce another State in order to obtain from it the subordination of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and to secure from it advantages of any kind.
Also, no State shall organize, assist, foment, finance, incite or tolerate subversive,
terrorist or armed activities directed towards the violent overthrow of the regime
of another State, or interfere in civil strife in another State.
The use of force to deprive peoples of their national identi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ir inalienable rights and of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Every State has an inalienable right to choose it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ystems, without interference in any form by another State.
Nothing in the foregoing paragraphs shall be construed as reflec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uty of Stat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States have the duty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rrespective of the
differences in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the various 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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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conomic stability and progress, the general welfare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ree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uch
differences.
To this end:
a) States shall co-operate with other States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 States shall co-operate in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and i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ll forms of religious
intolerance;
c) States shall conduct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technical and trade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and non-intervention;
d)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he duty to take joint and
separate a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States should co-operate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as well a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and educational progress. States should co-operate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growth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By virtue of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ll peoples have the right freely
to determine,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their political status and to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spect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Every State has the duty to promote, through joint and separate actio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and to render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entrusted to it by the Charter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in order:
 ) To promote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a
b) T
 o bring a speedy end to colonialism, having due regard to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e peoples concerned;
and bearing in mind that subjection of peoples to alien subjugation, domination
and exploit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as well as a denial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s contrary to the Charter.
Every State has the duty to promote through joint and separate action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The establishment of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the free association or
integration with an independent State or the emergence into any other political
status freely determined by a people constitute modes of implement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that people.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any forcible action which deprives
peoples referred to above in the elaboration of the present principle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and independence. In their actions against,
and resistance to, such forcible action in pursuit of the exercise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ch peoples are entitled to seek and to receive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The territory of a colony or other Non-Self-Governing Territory has, under the
Charter, a status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administering
it; and such separate and distinct status under the Charter shall exist until the
people of the colony or Non-Self-Governing Territory have exercised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d particularly its purposes
and principles.
Nothing in the foregoing paragraphs shall be construed as authorizing or
encouraging any action which would dismember or impair, totally or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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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unity of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conducting themselves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s described above and thus possessed of a
government representing the whole people belonging to the territory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creed or colour.
Every State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aimed at the partial or total disruption of
the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ny other State or country.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ll States enjoy sovereign equality.
They have equal rights and duties and are equa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withstanding differences of an economic, social, political or other
nature.
In particular, sovereign equality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 States are judicially equal;
a
b) Each State enjoys the rights inherent in full sovereignty;
c) Each State has the duty to respect the personality of other States;
d)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State are inviolable;
e) Each State has the right freely to choose and develop it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f) E
 ach State has the duty to comply fully and in good faith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live in peace with other States.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Every State has the duty to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i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very State has the duty to fulfil in good fa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Every State has the duty to fulfil in good faith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valid under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ere obligation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obligation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shall prevail.
GENERAL PART
2. Declares that: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above principles are
interrelated and each principle should be construed in the context of the other
principles. Nothing in this Declara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judicing in
any manner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r the rights and duties of Member
States under the Charter or the rights of peoples under the Charter, taking
into account the elaboration of these rights in this Declaration.;
3. Declares further that: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which are embodied in
this Declaration constitut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equently appeals to all States to be guided by these principles in their
international conduct and to develop their mut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strict observance of these principles.
우호관계원칙선언 평화를 목표로 한 선언이다. 국제적십자원칙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동결
의의 인도의 원칙의 연원인 착한 이웃의 원칙(Principle of Good-Neighbor)이다. 착한
이웃의 원칙은 유엔헌장 전문에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도의 기본을 동 선언이 확인
하고 있다.
II.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의 원칙선언
유엔총회의 결의95, 1946. 12. 1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 December. 1946.
RESOLUTION 95(I), 1946년 12월 11일
AFFIRM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ÜRNBERG TRIBUNAL
GENERAL ASSEMBLY RESOLUTION 95(I)
Three weeks after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lso known as the
“Nürnberg Tribunal”) rendered its judgment on 1 October 1946,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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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convened in New York for the second part of its first session. At the
opening meeting, on 23 October 1946, the importance of the Charter of the
Nürnberg Tribunal was recogniz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Harry
S. Truman, addressing the General Assembly at that meeting, referred to the
Nürnberg Charter as pointing to “the path along which agreement may be sought”
in order to better protect mankind from future wars. In his Supplementary Report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A/65/Add.1),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on 24 October 1946, the Secretary-General declared that “[i]n the interests of
peace, and in order to protect mankind against future wars, it will be of decisive
significance to have the principles which were employed in the Nürnberg trials
made a permanent part of the body of international law as quickly as possible.”
On 12 November 1946, in a letter written in reply to a report by Judge Biddle,
United States member of the Nürnberg Tribunal, President Truman expressed
“[the] hope that the United Nations will reaffirm the principles of the Nürnberg
Charter in the context of a general codification of offens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On 15 November 1946, in the course of the consideration by the Sixth
Committee of the agenda item entitled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Charter regard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proposed a draft resolution
by which the General Assembly would reaffirm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ürnberg Tribunal. The United States further
recommended that the General Assembly should direct the Committee o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which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to treat as a matter of primary importance the formu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Nürnberg Tribunal and those found in the
Tribunal’s judgment in the context of a general codification of offenc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or in an international criminal code (A/C.6/69).
The Sixth Committee referred the proposal to its Sub-Committee 1, which was
charged with the question of the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Sub-Committee considered the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from 3 to 5 December 1946 (A/C.6/Sub.1/W.34, 35 and 36). It broadly
approved the draft resolution and suggested that the Sixth Committee should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based on the
proposal (A/C.6/116). On 10 December 1946, in it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236), the Sixth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Assembly adopt a resolution
to this effect. On 11 December 1946, the General Assembly unanimously adopted
resolution 95 (I), which affirme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ürnberg Tribunal and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and
directed the Committee o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to consider plans for the formulation of those principles.
동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의 원칙선언은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첫째 원칙인 인도를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십자기본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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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엔총회의 결의의 법적 구속력

3. Olga Sukovic

I. 학설

Sukovic은 "우호관계 선언결의"은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의 견해의 표현

1. Robert Jennings와 Arthur Watts
Jennings와 Watts는 총회의 선언 특히 “우호관계 선언결의”는 헌장 속의 약속을 반복
하거나 또는 해설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선언된 규칙의 타당성의 수락으로서 동의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즉 “동의”를 근거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므로, 즉 "컨센서스"의 표현을 근거로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다음과 같이 논급
하고 있다.
우호관계 선언이 현존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의 견해의 표현이므로, 이는
이 행위 속에 선언되어 있는 원칙의 구속력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신념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Since the Declaration is an expression of the views of an overwhelming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의 결의, 특히 우호관계결의 선언에 대해 동의의 효과를 인정해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mmunity, it can

왔다. 헌장 속에 약속된 협정공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해설로서가 아니라 결의에 의해 선

be taken to reflect the general legal conviction on the binding nature of the

언된 규칙의 타당성의 수락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존중하는 법적 확신의 표현으

principles proclaimed in this act.129))

로서 이다.
(ICJ has regarded the effect of consent to such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particularly the Friendly Resolutions' Declaration, as not being
merely that of reiteration or elucidation of the treaty commitment undertaken
in the Charter, but as an acceptance of the validity of the rules declared by the
resolution by themselves, and as an expression of an opinio juris respecting
such rules.127))
2. Milan Sahovic
Sahovic은 “우호관계 선언결의”는 UN의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으므로,
즉 “컨센서스”를 근거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4. D.H.N. Johnson
Johnson은 권고에 찬성 투표를 한 국가는 그 권고에 구속된다고 즉 “동의”를 근거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권고에 찬성 투표를 한 국가가 찬성투표를 함으로서 그들 자신을 구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없다. … 이들 결의는 그전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의무와 법적 사태를 창조한다.
(There is no reason why states vote in favour of a recommendation should not
bind themselves by so doing … these resolutions create obligations and legal
situations which did not exist before.130))
5. Ian Brownlie

선언의 만장일치의 채택은 총회의 다른 결의 보다 법적 효력이 큰 조치로 취급하는

Brownlie는 “우호관계 선언결의”와 같은 총회의 결의는 헌장상 원칙의 유권적 해석과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우호관계선언”의 구속력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적용으로서, 즉 헌장의 “유권적 해석”을 근거로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

콘센서스로부터 획득된다.

하고 있다.

(The unanimous adoption of the Declation made it possible to treat it as an
act whose legal force is greater than of the other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binding force derives from consensus of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128))

약간의 경우에 있어서 결의는 헌장의 원칙의 유권적 해석과 적용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In some cases a resolution may have direct legal effect a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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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 Blain Sloan,

8. Peter Malanczuk

Sloan은 총회는 국제공동체의 대리인이므로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다음과

Malanczuk는 총회의 결의는 관습법의 증거로 될 수 있고 "UN 헌장"의 올바른 해석이

같이 논급하고 있다.

될 수 있다고, 즉 "관습법"과 "헌장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제공동체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총회는 법적 진공 속으로 들어갈 권한를 주장할 수

비록 총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할 지라도 이들은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취할 수 있다. … 총회의 권고는 다수국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들은 관습법의 증거로 될 수 있고 또는 UN헌장의 정확한 해석의 증거로 될 수 있다.

세계 의견의 표현이다. … 권고의 효력은 세계공통체의 기관의 판단으로부터 유도되는

(Although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 not binding, they can have

것이다.

inportant legal effect. They may be evidence of customary law or of the correct

(The General Assembly acting as the ag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134))

may assert the right to enter the legal vacuum and take a binding decision. …
the recommendation represents the will of the majority of nations and is an
expression of world opinion. … the force of a recommendation derived from a
judgement made by an organ of the world community.132))
7. Michel Virally
Virally는 총회의 결의는 헌장 상의 규칙 또는 원칙의 유권적 해석으로 이는 관습법의
존재의 증거로, 즉 "유권적 해석"과 "관습법"을 근거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총회의 결의는 어떤 경우에는 헌장이 이미 포함하고 있고 그 결과로 회원국을 구속하고
있는 규칙이나 원칙에 대한 UN의 지위의 근거에 의한 유권적 해석이나 다름이 없다. …
결의는 결의 채택을 위해 투표하는 회원국에 의한 특정 법적 원칙의 승인의 표명이 될 수
있다. … 결의는 관습 규칙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거나 이미 형성된 증거로 될 수 있다.
(They amount in some cases, to an interpretation of the rules or principles which
the Charter already contains and which are in consequence binding upon the
member states, authoritative by reason of the standing of the Unified Nations
… may manifest a recognition of contained legal principles by the member
states voting for their adoption … they ma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ustomary rule or be evident that it is already formed.133))

I. B. Sohn은 국가는 총회의 결의에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하며, 결의의 승복을 거부할
재량이 헌장 제2조 제2항에 의거 없으므로 총의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135)
J.G. Starke는 총회의 결의는 헌장의 유권적 해석이고 관습법의 선언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136) 그리고 Malcolum N. Shaw는 총회의 결의는 관습법의 존재 근거로 법
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137)
II. 판례
1. Fisheries Case(1951)
Fisheries Case(1951)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Alvarez 재판관은 그의 개별적 의견에서
UN 총회의 결의는 사람들의 법적 확신의 표현으로 "법의 원칙"이라고 다음과 같이 표시
한 바 있다.
어떠한 가치를 갖기 위해 사람들의 법적 확신으로부터 귀결되는 법의 원칙을 위해 그
원칙들은 유형적 표현을 가져야 한다. 즉 그들은 유권적 실체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 최근에는 사람의 법적 확신을 주로 외교적 총회의 의결, 특히 UN의 외교적 총회의
결의에 반영되어 왔다.
(For the principles of law resulting from the judicial conscience of peoples to have
any value, they must have a tangible manifestation, that is to say, they must be
expressed by authorized bodies. … up to the present, this judicial conscience
of peoples has been reflected the resolutions of diplomatic assemblies,
particulary those of the United Nation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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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rvation to the Genocide Convention Case(1951)
Reservation to the Genocide Convention Case(1951)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UN총회는 국제입법기관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즉 총회의 입법권을 근거로 총회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요컨대, UN 총회는 실제적인 국제입법기관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In short, the Assembly of the Unated Nations is tending to become a
actual international legislative power.139))
3. South West Africa Case(1955)
South West Africa Case(1955)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의 결의는 관습국제법의
새로운 규칙을 창설하거나 존재하는 관습법의 규칙을 수립하고, "UN헌장"의 유권적 해석
이라고, 즉 관습법을 근거로, 유권 해석을 근거로, 그리고 금반언을 근거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총회의 결의는 국가의 관행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국제관습법의 새로운 규칙을 창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국제관습법의 현존 규칙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헌장의 규정의 유권적 해석이 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에 찬성
투표를 한 국가에 대해 금반언이 될 수 있다.
(They may help to create new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to establish
an existing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providing evidence of state

(The Court has regarded the effect of consent to such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particulary the Friendly Relations' Declaration, as not being
merely that of reiteration or elucidation of the treaty commitment undertaken
in the Charter, but as an acceptance of the validity of the rules declared by the
resotution by themselves, and as an expression of an opinio Juris.141))
5.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1996)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 Advisory Opinion(1996)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의 결의는 규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즉 규칙의 존재 또는
법적 확신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권고적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재판소는 총회의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할 지라고 때로는 규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목한다. 결의는 특정 사정하에서 규칙의 존재 또는 법적 확신의 출현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증거를 규정할 수 있다.
(The Court notes that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even if they are not binding,
may sometimes have normative value. They can in circumstances, provide
evidence important for establishing the existence of as rule or the emergence
of an opinio juris.142))
이상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총회의 결의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practice. They may constitute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f
the Charter, they may constitute an estoppel for states voting in favour of
them.140))
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Case(198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Case(1986)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결의는 결의에
의해 선언된 규칙의 타당성을 수락한 동의로 인정해 왔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재판소는 총회의 결의, 특히 우호관계선언에 대해 헌장 속에 약속된 협정공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해설로서가 아니라, 결의에 의해 선언된 규칙의 타당성의 수락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존중하는 법적 확신의 표현으로서 동의의 효과를 인정해 왔다.

127) Brownlie, supra n.28, p.334, n.3.
128) M
 ilan Sahovic(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 and Cooperation
(New York : Oceana, 1972), p.49.
129) Olga Sukovic,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in Sukovic, supra n.129, p.338.
130) D. H. N. Johnson, "The Effect of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BYIL, Vol.32,
1955-56, pp.108, 121.
131) Brownlie, supra n.28. p.15.
132) Blain Sloan, "The Binding Force of a Recommend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BYIL, Vol 25, 1948, pp.24, 32.
133) Virally, supra n.35, p.162. 134) Malanczuk(ed.), supra n.37, p.379.
135) L. B. Sohn, "The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to Establish and Maintain a Permanent UN Forces," AJIL,
Vol.52, 1958, p.231, n.11.
136) J. 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London : Butterworths, 1984), p.51.
137) Shaw, supra n.44, p.92. 138) ICJ, Reports, 1951, pp.148-49. 139) ICJ, Reports, 1951, p.52.
140) ICJ, Reports, 1955, p.115. 141) ICJ, Reports, 1986, pp.89-90. 142) ICJ, Reports, 1996, para.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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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는 국제관습법의 존재 확인이다.143)
총회의 결의는 헌장의 유권적 해석이다.

144)

총회의 결의는 법적 확신이다.145)
총회의 결의는 법적 양심이다.146)
총회의 결의는 법의 일반원칙의 확인이다.147)
총회의 결의는 회원국의 동의이다.148)
총회의 콘센서스는 국제공동체의 의사이다.149)
총회의 결의에 동의는 금반언의 효과가 있다.150)
요컨대, "우호관계 선언결의"의 법적 효력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
되어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인도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기타의 유엔총회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와 반대로 유엔총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학설과 판례가 있다.

제5장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절 인도에 반한 죄
I. 인도에 반한 죄(제7조)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
나. 절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 · 인종적 ·
국민적 · 민족적 ·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143) J ennings and Watts(eds.), supra n.27, p.334, n.3 ; Johnson, supra n.131, p.121 ; Virally, supra n.35, p.233 ;
Burns H. Weston Richard A. Falk and Authony A. D'Amato,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St. Paul :
West, 1980), p.95.
144) Starke, supra n.137, p.51 ; Brownlie, supra n.28, p.15 ; Arangio-Ruiz, “Friendly Relations Resolution,” EPIL,
Vol.9, 1986, p.136.
145) Jennings and Watts, supra n. 27, p.334, n.3 ; Sloan, supra n.133, p.32 ; ICJ, Reports, 1986, p.98.
146) ICJ, Reprts, 1951, p.149.
147) Henry G. Schermers, "Internationall Organizations, Resolutions," EPIL, Vol.5, 1983, p.160.
148) Schwarzenberger and Brown, supra n.122, p.233 ; Weston, Falk and D'Amoto, supra n.144, p.95 ; Jennings
and Watts, supra n.27, p.334, n.3 ; Johnson, supra n.131, p.121.
149) Sahovic, supra n.129, p.49 ; Sukovic, supra n.130, p.338.
150) Schwarzenberger and Brown, supra n.122, p.233 ; ICJ, Reports, 1955, p.115 ; ICJ, Reports, 1996, para.70.

2. 제1항의 목적상,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나. “절멸”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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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예화”라 함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없이 주민을 추방
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고통이나 괴로
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킨 여성의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임신과 관련된 각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 · 지원

제2절 전쟁범죄
I. 전쟁범죄(제8조)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 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1) 고의적 살해
(2)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3)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5)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7)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8) 인질행위
나.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중대한 위반, 즉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1) 민
 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규정의 목적상, "성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위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표시하지 아니한다.

대한 고의적 공격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3) 유엔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여
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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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
 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6) 무
 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7) 사
 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표장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유엔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8) 점
 령국이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내 또는 밖으로 추방
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9) 군
 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10) 적
 대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
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
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11) 적대국 국가나 군대에 속한 개인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12)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13)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14) 적대 당사국 국민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 정지 또는 불허된다는 선언
(15) 비
 록 적대 당사국 국민이 전쟁 개시 전 교전국에서 복무하였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6)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17)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18) 질
 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19) 총
 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과 같이,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20) 과
 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다만,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은 포괄적 금지의 대상
이어야 하며, 제121조와 제123조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22)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 제2항 바호에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23)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으로부터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인물의 존재를 이용하는 행위
(24)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25)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26)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군대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1)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키는 대우
(3) 인질행위
(4)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라. 제2항 다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
한 여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2) 국
 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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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엔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군
 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5)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6) 강
 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 제2항 바호에서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
불임 또는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행위
(7) 1
 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8) 관
 련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요한 군사적 이유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하는 행위
(9) 상대방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10)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11) 충
 돌의 타방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ㆍ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이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바. 제2항 마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마호는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 간 또는
무장집단들 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3. 제2항 다호와 마호의 어떠한 조항도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통일과 영토적 일체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7. Crimes against humanity
1.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crime against human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when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 a ) Murder;
( b ) Extermination;
( c ) Enslavement;
( d )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 e )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 f ) Torture;
(g) R
 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h) P
 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as defined in paragraph 3, or
other grounds that are universally recognized as im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nection with any ac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or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 i )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 j ) The crime of apartheid;
(k) O
 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1 Paragraph 2 of article 5 (“The Court shall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once a provision is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1 and
123 defining the crime and setting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shall exercis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is crime. Such a provis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as deleted in accordance with RC/Res.6, annex I, of 11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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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 a )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means a course of
conduct involving the multiple commission of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pursuant to or in furtherance of a State
or organizational policy to commit such attack;
( b ) "Extermination" includes the intentional infliction of conditions of life,
inter alia the deprivation of access to food and medicine, calculated to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part of a population;
( c ) "Enslavement" means the exercise of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over a person and includes the exercise of such
power in the course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particular women and
children;
( d )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means forced displacement
of the persons concerned by expulsion or other coercive acts from the
area in which they are lawfully present, without grounds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 e ) "Torture" means the intentional infliction of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upon a person in the custod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accused; except that torture shall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 f ) "Forced pregnancy" means the unlawful confinement of a woman forcibly
made pregnant, with the intent of affecting the ethnic composition of any
population or carrying out other gra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This
definition shall not in any way be interpreted as affecting national laws
relating to pregnancy;
( g ) "Persecution" means the intentional and severe deprivation of fundamental
right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by reason of the identity of the group
or collectivity;
( h ) "The crime of apartheid" means inhumane acts of a character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mmitted in the context of an
institutionalized regime of systematic oppression and domination by one
racial group over any other racial group or groups and committed with the
intention of maintaining that regime;

( i )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means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f persons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a State or a political organization,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ose persons, with the intention of removing
them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3.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gender" refers
to the two sexes, male and female, within the context of society. The term
"gender" does not indicate any meaning different from the above.
Article 8. War crimes
1.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in respect of war crimes in particular when
committed as part of a plan or policy or as part of a large-scale commission
of such crimes.
2.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war crimes" means:
(a) G
 rave breaches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namely,
any of the following acts against persons or property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Geneva Convention:
( ⅰ ) Wilful killing;
( i i ) Torture or inhuman treatment, including biological experiments;
( i i i ) Wilfu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health;
( i v ) Extensive destruction and appropriation of property, not justified by
military necessity and carried out unlawfully and wantonly;
( v ) Compelling a prisoner of war or other protected person to serve in
the forces of a hostile Power;
( v i ) Wilfully depriving a prisoner of war or other protected person of the
rights of fair and regular trial;
2 Paragraphs 2 (e) (xiii) to 2 (e) (xv) were amended by resolution RC/
Res.5 of 11 June 2010 (adding paragraphs 2 (e) (xiii) to 2 (e) (xv)).
(vii) Unlawful deportation or transfer or unlawful confinement;
(viii) Taking of ho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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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Other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international

( i x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armed conflict, within the established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art, science or charitable purposes, historic monuments,

namely, any of the following acts:

hospitals and places where the sick and wounded are collected,

( i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s such
or against individual civilians not taking direct part in hostilities;
( i i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civilian objects, that is, objects
which are not military objectives;
( i i i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personnel, installations,
material, units or vehicles involved in a humanitarian assistance or
peacekeeping 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long as they are entitled to the protection given to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 i v ) Intentionally launching an attack in the knowledge that such attack
will cause incidental loss of life or injury to civilians or damage to
civilian objects or widespread, long-term and sever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would be clearly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concrete and direct overall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 v ) Attacking or bombarding, by whatever means, towns, villages,
dwellings or buildings which are undefended and which are not
military objectives;
( v i ) Killing or wounding a combatant who, having laid down his arms or
having no longer means of defence, has surrendered at discretion;
(vii) Making improper use of a flag of truce, of the flag or of the military
insignia and uniform of the enemy or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of the distinctive emblems of the Geneva Conventions, resulting
in death or serious personal injury;
(viii) The transfer,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Occupying Power of parts
of its own civilian population into the territory it occupies, or the
deportation or transfer of all or parts of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within or outside this territory;

provided they are not military objectives;
( x ) Subjecting persons who are in the power of an adverse party to
physical mutilation or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s of any
kind which are neither justified by the medical, dental or hospital
treatment of the person concerned nor carried out in his or her
interest, and which cause death to or seriously endanger the health
of such person or persons;
( x i ) Killing or wounding treacherously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hostile
nation or army;
(xii) Declaring that no quarter will be given;
(xiii) Destroying or seizing the enemy's property unless such destruction
or seizure be imperatively demanded by the necessities of war;
(xiv) Declaring abolished, suspended or inadmissible in a court of law the
rights and actions of the nationals of the hostile party;
(xv) Compelling the nationals of the hostile party to take part in the
operations of war directed against their own country, even if they
were in the belligerent's servic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war;
(xvi) Pillaging a town or place, even when taken by assault;
(xvii) Employing poison or poisoned weapons;
(xviii) Employing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all analogous
liquids, materials or devices;
(xix) Employing bullets which expand or flatten easily in the human body,
such as bullets with a hard envelope which does not entirely cover
the core or is pierced with incisions;
(xx) Employing weapons, projectiles and material and methods of warfare
which are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or which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provided that such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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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les and material and methods of warfare are the subject of
a comprehensive prohibition and are included in an annex to this
Statute, by an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set forth in articles 121 and 123;
(xxi) Committing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in particular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 i ) Violence to life and person, in particular murder of all kinds, mutilation,
cruel treatment and torture;
( i i ) Committing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in particular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 i i i ) Taking of hostages;
( i v ) The passing of sentences and the carrying out of executions without

(xxii) Committin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vious judgement pronounced by a regularly constituted court,

pregnancy, as defined in article 7, paragraph 2 (f), enforced

affording all judicial guarantees which are generally recognized as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also constituting a

indispensable.

grave breach of the Geneva Conventions;
(xxiii) Utilizing the presence of a civilian or other protected person to
render certain points, areas or military forces immune from military
operations;
(xxiv)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material, medical
units and transport, and personnel using the distinctive emblems of
the Geneva Convention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xxv) Intentionally using starvation of civilians as a method of warfare by
depriving them of objects indispensable to their survival, including
wilfully impeding relief supplies as provided for under the Geneva
Conventions;
(xxvi) Conscripting or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 national armed forces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d) P
 aragraph 2 (c) applies to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us does not apply to situations of internal disturbances and
tensions, such as riots, isolated and sporadic acts of violence or other
acts of a similar nature.
(e) O
 ther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within the established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namely, any of the following acts:
( i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s such
or against individual civilians not taking direct part in hostilities;
( i i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material, medical
units and transport, and personnel using the distinctive emblems of
the Geneva Convention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 i i i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personnel, installations,

( c ) In the case of an 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serious

material, units or vehicles involved in a humanitarian assistance or

violations of article 3 common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2

peacekeeping 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August 1949, namely,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against

Nations, as long as they are entitled to the protection given to civilians

persons taking no active part in the hostilities, including members of

or civilian object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armed forces who have laid down their arms and those placed hors de

( i v )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combat by sickness, wounds, detention or any other cause:

education, art, science or charitable purposes, historic monuments,
( v ) Pillaging a town or place, even when taken by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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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 Committin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of a State when there is protracted armed conflict between governmental

pregnancy, as defined in article 7, paragraph 2 (f), enforced sterilization,

authorities and organized armed

and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also constituting a serious

groups or between such groups.

violation of article 3 common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
(vii) Conscripting or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armed forces or groups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viii) Ordering the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for reasons
related to the conflict, unless the security of the civilians involved or
imperative military reasons so demand;
( i x ) Killing or wounding treacherously a combatant adversary;
( x ) Declaring that no quarter will be given;
( x i ) Subjecting persons who are in the power of another party to the
conflict to physical mutilation or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s
of any kind which are neither justified by the medical, dental or
hospital treatment of the person concerned nor carried out in his
or her interest, and which cause death to or seriously endanger the
health of such person or persons;
(xii) Destroying or seizing the property of an adversary unless such
destruction or seizure be imperatively demanded by the necessities
of the conflict;
(xiii) Employing poison or poisoned weapons;
(xiv) Employing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all analogous
liquids, materials or devices;
(xv) Employing bullets which expand or flatten easily in the human body,
such as bullets with a hard envelope which does not entirely cover
the core or is pierced with incisions.
( f ) Paragraph 2 (e) applies to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us does not apply to situations of internal disturbances and tensions,
such as riots, isolated and sporadic acts of violence or other acts of a
similar nature. It applies to armed conflicts that take place in the territory

3. Nothing in paragraph 2 (c) and (e) shall affect the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to maintain or reestablish law and order in the State or to defend the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tate, by all legitimat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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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행동강령

Ⅱ. 국제인도법의 개념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

최광의의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의 개념은 이 연구 제2부 제1장에서 언급하여야 옳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국제인도법의 개념을 이 연구의 맨 뒤에 논하기로 한다.
I. 국제인도법의 의의

전쟁법 (광의의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협의의 전쟁법 (협의의 국제인도법)
정전법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법(국제인권법)과 전쟁을 방지하고, 적대행위의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고, 전쟁 기타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법(전쟁법)의 체계를 말한다.
1. 최광의의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최광의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과 “전쟁법”(law of war)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최광의의 국제인도법
에서 말하는 “전쟁법”에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인 “정전법”(正戰法, jus ad bellium)과
적대행위의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고, 전쟁 기타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인
“협의의 전쟁법”(jus in bello)이 포함된다.
2. 광의의 국제인도법

헤이그법

제네바법
(최협의의 국제인도법)

제2절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행동강령
ICRC를 통해서 2003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제정한
국가는 몇몇 있으나 이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법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위반에 관한
규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인도법연구소의 연구과제로 계속 남아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임원 이상의 요원이
명백하게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인도법연구소
에서 초안을 작성할려고 시작한 바는 있으나 윗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을 내리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제는 인도법연구소의 연구과제로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

국제인도법은 광의로는 상술한 최광의의 국제인도법에서 “국제인권법”을 제외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광의의 국제인도법은 “전쟁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여기
“전쟁법”에는 “정전법”과 “협의의 전쟁법”이 포함된다.
3. 협의의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협의로는 상술한 협의의 국제인도법에서 “정전법”을 제외한 의미로 사용
된다. 따라서 협의의 국제인도법은 “협의의 전쟁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협의의 전쟁법”에는 “헤이그법”(law of Hague)과 “제네바법”(law of Geneva)이 포함된다.
4. 최협의의 전쟁법
국제인도법은 최협의로는 상술한 협의의 국제인도법에서 “헤이그법”을 제외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최협의의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만을 의미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이란 “협의의 국제인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151)

151) K
 arl Jesof Partsch, “Humanitarian Law and Armed Conflict”, EPIL, Vol.3, 1982, p.215.;Michel Bothe, “Law
and Warfare”, EPIL, Vol.3 1982, p.239;Cyntha D. Wallace, “Kellogg-Brand Pact” EPIL, Vol.3., 1982.,
p.236.;Pietro Verri, Directory of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Geneva: ICRC, 1992), p.58.;Gorg
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Vol. 2., (London: Stevens, 1968.),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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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전술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한편으로 그것은 이상의 세계에 있어야 하는 당위의
명제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현실의 세계에 있는 존재의 명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계에 있음을 요하는 당위로서의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과 현실계에 있는 존재
로서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이상으로서의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과 현실로서의 기본원칙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극복
· 지양하여 이상으로서의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십자
운동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적십자인의 자긍심과 정체성(identity)을 제고하고 대외적
으로 적십자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본다.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 각자는 인도의 원칙의 근원인 ‘선량한 이웃(good neighbor)’
이다. 인도의 원칙과 봉사의 원칙에 따라 고난에 처한 이웃의 고통을 덜어 주고 나아가 중립의
원칙과 보편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고, 단일의 원칙과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성립된 대한적십자사의 구성원 모두도 중립의 원칙, 보편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선량한 이웃이다.
우리 모두 선량한 이웃이라는 자긍심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을 확립·유지할 때 우리
모두 명예로운 선량한 이웃이 된다. 나아가 인류 모두가 선량한 이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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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17.7.26., 타법개정)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①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 없이 적십자
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5.12.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사업)

제5조(정관)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증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191

190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전문개정 2012.10.22]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

3.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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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 · 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12.2>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
고문 1명을 둔다.<개정 2016.12.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6.12.2]

제15조(임원 및 고문)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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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
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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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10.22]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감독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 이 부칙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법률 제3988호, 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종전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 법 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④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
2인은 1 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구 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 법 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 기간을 통산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임원
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③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법률고문으로서의

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 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종료되고, 1988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 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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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내지 <64>생략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 법무부장관
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① 내지 <48>생략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 내지 <79>생략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50>생략

부칙 <법률 제6728호, 2002.8.26.>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27호, 1994.1.7.>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법률 제5608호, 1998.12.30.>

① 내지 <30>생략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
제 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48호, 2007.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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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8642호, 2007.10.17.>

제1조 (시행일)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ㆍ
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 (시행일)

①부터 <45>까지 생략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4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22조의2,
제 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7>부터 <137>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 생략

①부터 <45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247호, 2012.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 제2항부터
제4 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 획 재 정 부 장 관 ㆍ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ㆍ 통 일 부 장 관 ㆍ 외 교 통 상 부 장 관 ㆍ
법무부장관ㆍ 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460>부터 <760>까지 생략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29호, 2008.3.28.>

부칙 <법률 제11515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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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322호, 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
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92>부터 <258>까지 생략

①부터 <181>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48호, 2015.12.29.>
제1조 (시행일)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
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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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정관(개정 2019.12.10)

<183>부터 <382>까지 생략

제1장 총칙

제6조 생략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 2 분사무소의 소재지

209
210
210
210

제2장 의결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총회
제4조 구성
제5조 기능
제6조 소집

210
211
211

제2절 중앙위원회
제7조 구성
제8조 기능
제9조 소집

211
211
212

제3절 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제11조 기능
제12조 소집

212
212
212

제4절 의결기관 운영
제13조 의장
제14조 의결정족수

213

제14조의 2서면의결

21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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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행기관

제6절 사업기관 및 자문기구

제1절 명예직
제15조 명예직
제16조 명예고문

213
213

제2절 임원 및 고문
제17조 임원 및 고문
제18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제19조 임원 및 고문의 결격사유

제33조 사업기관 등
제33조의 2 전문위원회
제34조 자문기구
제34조의 2 친선대사의 위촉

217
218
218
218

제4장 회원의 종류 및 회비
213
214
214

제1절 회원
제35조 자격
제3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18
218

제3절 임원 및 고문의 직무
제20조 회장
제21조 부회장
제22조 재정감독
제23조 법률고문

214
214
214

제2절 회비
제37조 회비
제3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218
219

215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4절 내부조직
제24조 사무처

215

제5절 지사
제25조 지사 설치
제26조 조직
제27조 지사대의원총회
제28조 상임위원회
제29조 지사운영위원회
제30조 지사임원 및 고문
제31조 지사 명예직
제32조 운영

215
215

제39조 회계년도
제40조 회계
제41조 사업재원조성
제42조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3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44조 재무사무

219
219
219
219
219
220

216
216
216
217
217
217

제6장 업무 및 집행
제45조 업무
제46조 집행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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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적십자사 정관(개정 2019.12.10)
제1장 총칙

제7장 공고의 방법
제47조 공고

221

본 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으로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다음 각호의

제8장 정관의 변경
제48조 정관의 변경

221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도

제9장 적십자표장
제49조 적십자표장

제1조(목적)

221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
시킨다.(개정 2007.4.3)
2. 공평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
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07.4.3)
3. 중립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
하지 않는다.(개정 2007.4.3)
4. 독립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07.4.3)
5. 자발적 봉사 (개정 2007.4.3)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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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

시 · 도지사가 위촉한 대의원은 당해 시·도지사가,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한 대의원은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당해 지사에서 보선한다.<개정 1999.4.8>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07.4.3)

제5조(기능)

7. 보편

전국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3.1.1>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1.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개정 2007.4.3)

제2조(명칭)
① 본 사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사의 영문표기는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로 하고
약칭은 KOREAN RED CROSS 또는 KNRC로 한다.(개정 1997.12.19)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의 심의<개정 2013.1.1, 2017.6.3>
4. 전국대의원총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항의 심의

제6조(소집)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6.3>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개정 2019.1.1>

제2절 중앙위원회

제3조2(분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구성)

적십자사는 지사, 교육원, 혈액관리본부, 병원 등 별표와 같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중앙위원회는 회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 2017.6.3>

<신설 2018.3.29>

제2장 의결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총회
제4조(구성)
①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 2017.6.3>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개정 2013.1.1>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19명<개정 2013.1.1>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개정 2008.4.22, 2010.4.1, 2013.4.17,
2015.4.3, 2017.9.22>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9.4.8>
③ 천재지변 또는 돌발사태로 인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임기 만료된
중앙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총회
때까지 연장된다.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개정 2013.1.1>

제8조(기능)

3. 서
 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1.1>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개정 2013.1.1>
4.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개정 2013.1.1>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중 사임, 사망 또는 기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이 위촉한 대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위촉한 대의원은 국회가,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법률고문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모집 및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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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사, 사업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본사의 기구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4절 의결기관 운영
제13조(의장)

8.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6.3>

9.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10. 전국대의원총회가 건의한 정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1, 2017.6.3>

제9조(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6.3>
②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 2(서면의결)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관장 사항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 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1.1, 개정 2017.1.1, 2017.6.3>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명예직
제15조(명예직)

1.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4명<개정 2013.1.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2.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개정 2017.6.3>

<개정 2008.4.22, 2010.4.1, 2013.4.17, 2015.4.3, 2017.9.22>

제16조(명예고문)

제11조(기능)

회장은 적십자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를 명예고문으로 중앙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6.3>

한다.<개정 2013.1.1>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2절 임원 및 고문

2. 긴급을 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제17조(임원 및 고문)

3.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고문 1명을 둔다.<개정 2013.1.1, 2017.6.3>

제12조(소집)

② 임원 및 고문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6.3>

③ 임원 및 고문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상근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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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3>
⑤ 임원 및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3조(법률고문)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전국

⑥ 임원 및 고문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1.1>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제4절 내부조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회장 및 재정감독,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4조(사무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17.6.3>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9조(임원 및 고문의 결격사유)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 및 고문이 될 수 없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6.3>

<개정 2013.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3.1.1, 2016.4.1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1.1>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1.1>

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1.1, 2017.6.3>
④ 사무총장은 정관에 정한 각종 회의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적십자사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 및 고용원을 두며, 이에 따른 정원, 직원의
근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지사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3.1.1>

제25조(지사 설치)

제3절 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제20조(회장)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6.3>
② 회장은 적십자사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관 및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한다<개정 2017.6.3>

제21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개정 2013.1.1>
② 지사의 명칭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명을 그 앞에
붙인다. 단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 관할하는 지사의 명칭에는 해당 지역명을
모두 병기한다.<개정 2013.1.1>
③ 지사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3.1.1>
④ 지사관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7.6.3>

제26조(조직)

제22조(재정감독)

①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관할시·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그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 또는 운영

관하 행정청의 장(시·군·구)이 추천하는 각 2명의 조직위원으로서 지사조직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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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상임위원의 선거와 지사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게 한다.<개정 2017.6.3>
② 상임위원의 선거가 끝나면 조직위원장은 소정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3>
③ 최초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조직위원장이 된다.
④ 제2항의 인준이 완료되면 조직위원회의 임무는 끝난다.

제27조(지사대의원총회)
① 지사대의원총회는 적십자 회원 중에서 선출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
1. 지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 10명<개정 2013.1.1>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6명으로 한다.<개정 2013.1.1, 2017.6.3>
③ 지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30조(지사임원 및 고문)
① 지사에는 임원으로 지사회장 1명, 지사부회장 4명 이내,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
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개정 2012.4.6, 2013.1.1, 2017.6.3>
② 지사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3>
③ 지사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17.4.15, 2017.6.3, 2019.4.1>

2. 명예지사회장과 지사회장이 협의하여 선출한 사람 10명<개정 2013.1.1, 2017.6.3>

④ 지사회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6.3>

3. 시
 ·군·구의 장이 선출한 사람 1명(단, 시·군·구의 지역수가 6개 지역 이하일 경우

⑤ 지사의 임원 및 고문은 비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에는 2인)<개정 2013.1.1>
② 지사대의원총회는 지사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출 또는 보선하고, 지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③ 지사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9.4.8>

제28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지사회장과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 2013.1.1, 2017.6.3>
②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사대의원총회는
그 의결에 따라 중임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1.1, 개정 2013.1.1>
③ 상임위원회는 지사임원과 법률고문을 선출하며 지사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1.1>
④ 지사상임위원회는 법 제10조 제2항의 제4호에 정한 전국대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1.1.1>

⑥ 회장은 지사회장 선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개정 2017.6.3>

제31조(지사 명예직)
① 지사회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그 관하 행정청의 장(시·군·구)을
명예지부회장으로 추대한다.<개정 2017.6.3>
② 지사회장은 적십자사에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를 지사명예고문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6.3>

제32조(운영)
① 지사대의원총회, 지사상임위원회, 지사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사 운영위원회가 이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사에 사무국을 두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6.3>

제29조(지사운영위원회)

제6절 사업기관 및 자문기구

① 지사에는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제33조(사업기관 등)

어려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사운영위원회는 지사회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상임위원회가

적십자사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또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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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6.3. 2018.3.29>

제33조의 2(전문위원회)

회원의 종류별 회비액과 모금 목표액, 수납방법, 수납시기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매년 정한다.

적십자사는 혈액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및 남북적십자교류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제3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위하여 필요시 관계인사 및 임·직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1998.4.8>

적십자사는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회비수납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또는

제34조(자문기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

제5장 재산 및 회계

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6.3>

제39조(회계년도)

제34조의 2(친선대사의 위촉)

적십자사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보급 및 국내외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친선

제40조(회계)

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1999.4.8, 개정 2017.6.3>

제4장 회원의 종류 및 회비

적십자사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회원

제41조(사업재원조성)

제35조(자격)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6.4.11>
③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 유공회원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3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적십자사의 임원, 중앙위원 및 전국대의원 총회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적십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대의원을 통하여 보고받거나
제의할 수 있다.
③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회비
제37조(회비)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교육·홍보 및 출판사업<신설 1999.4.8>
2. 자산의 임대사업<신설 1999.4.8>
3. 그 밖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수익사업
<신설 1999.4.8, 개정 2013.1.1>

제42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2002.12.2>

제43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적십자사가 사업목적에 필요한 토지 및 사옥의 취득,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평 미만의 건물, 4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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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토지로서 가액이 7억원 미만의 기본재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22, 2010.4.1>

제44조(재무사무)
적십자사의 재무사무 및 그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업무 및 집행

제7장 공고의 방법
제47조(공고)
적십자사의 공고는 본사발행 적십자소식지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
일간신문의 게재로 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제45조(업무)

제48조(정관의 변경)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적십자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1. 적십자 제협약에 의한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과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사업
2. 천재지변, 비상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2이상의 찬성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적 십 자 표 장

3. 전쟁 또는 돌발사태로 인한 외국난민의 수용보호사업

제49조(적십자표장)

4. 병원, 이동진료소,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등의 의료사업

적십자표장 사용은 1991년 11월 국제적십자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적십자표장 사용

5. 국민헌혈운동추진, 혈액원운영 등 혈액사업
6. 응급처치법, 수상안전, 산악안전 및 환경보호 등 각종 안전사업

규칙”에 따른다.

7. 보건지식, 가정보건, 언어치료, 무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부칙

8. 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교육사업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단서의 규정은

9.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10. 종합봉사회관, 민·군병원봉사실 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
11.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 보급
12. 국제적십자기구 및 자매적십자사 등과의 상호협력과 지원
13. 남북적십자교류사업과 남북적십자회담운영 및 이산가족 재회알선<개정 1997.12.19>
14. 특수복지사업<신설 1999.4.8>

대한 적십자사조직법 시행령이 최초로 개정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제정당시 시행되고 있는 적십자사의 규정은 규칙
으로 본다.
③ (규칙 및 운영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정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칙, 운영규칙은
이 정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 (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정당시의 조직위원과 지사의 임원,

15. 적십자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고문 및 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4조2항, 제28조

16.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1항 및 제30조3항에 의한 임기로 하고 종전의 임원, 고문으로서의 각자의 재임기간을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회로 기산한다.

<개정 2013.1.1>

제46조(집행)
제45조의 적십자사업은 적십자사 임원, 위원, 자문위원, 봉사회원, 직원, 고용원 등에
의하여 집행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제27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지사대의원의 임기는 1993년말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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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회장의 임기는 지사장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부칙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은 이 정관이 규정하는 운영규정으로, 운영규칙은 시행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궐대의원 및 보궐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 지사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각각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제27조 제3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기제한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의 규정개정에 따라 현재 재임(在任) 중인
상임위원은 현재의 임기를 1회 재임(在任)한 것으로 하며, 기왕의 총 재임기간이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현재의 임기를 1회 중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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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3.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제19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시행일 이전에 선출되어 초임 임기 중인 지사회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

227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제2조 제네바협약 체약국

228
228

제2장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제3조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제4조 적십자사 승인조건
제5조 국제적십자위원회
제6조 국제적십자사연맹
제7조 협력

229
230
231
232
233

제3장 법정기관
국제적십자회의
제8조 정의
제9조 구성
제10조 기능
제11조 절차

234
234
234
23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

②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지사회장에 대해서도

제12조 정의
제13조 구성

236

제14조 기능

236

제15조 절차

237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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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전문

적십자 상치위원회
제16조 정의
제17조 구성
제18조 기능
제19조 절차

237
238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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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함께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며, 특히 무력충돌 상황과 그 밖의 긴급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존중을 보장하며, 질병 예방과 건강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며, 항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의 지속적인 준비와

제4장 최종규정
제20조 개정
제21조 효력발생

국제적십자회의는,

240
240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며,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범세계적인 결속을
임무로 하는 범세계적인 인도주의 운동을 형성함을 선언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따라야 함을 재확인한다.
인도(Humanity)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공평(Imparti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
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중립(Neutrality)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
하지 않는다.
독립(Independence)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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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한다.
자발적 봉사(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단일(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보편(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표어(motto)인 ‘전쟁 중에도 자비를(Inter arma caritas)’과 ‘인도
주의를 통한 평화 달성(Per humanitatem ad pacem)’ 두 가지 모두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 활동과 적십자 이념 보급을 통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모든 나라와 사람들 간의 역동적인 협력,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
하기 위한 자유와 독립, 자주권, 평등, 인권, 그리고 공평하고 평등한 자원의 분배에 기초한
협력인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1. 국제적십자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승인 받은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이하 “각국 적십자사”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ICRC”라 한다) 및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2.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며, 항상 기본
원칙에 따라 활동하며, 공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자의 임무에 상호 협력한다.
3.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1929년 7월 27일자 또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체약국들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회동한다.

제2조 제네바협약 체약국

1. 제네바협약 체약국은 제네바협약1)과 본 규약 및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과 협력한다
2.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 적십자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발전을 도모한다.
3. 국가, 특히 자국 영토 내 적십자사 설립을 승인한 국가는 가능한 한 적십자운동 구성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동 구성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체약국의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한다.
4. 체약국은 항상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기관들이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존중한다.
5.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이 국제인도법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면서 본 규약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
제3조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1. 각국 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의 기본 단위이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자체 정관과 국내법 그리고 적십자운동의 임무와 기본원칙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한다. 적십자사는 자국민의 욕구에 따라 공공당국의 인도주의 업무를 지원한다.
2. 각국 적십자사는 자국 내에서 자체 봉사원과 직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전국 조직이다. 적십자사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육, 보건 및 사회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을 예방
하며,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공공당국과 협조한다.
각국 적십자사는 공공당국과 연계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력
충돌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과 그 밖의 활동을 조직하며, 자연재난과
그 밖의 긴급상황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각국 적십자사는 국제인도법을 보급하는데 있어 선도적으로 힘쓰며, 정부의 보급
노력을 지원한다. 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이념을 보급하며 자국 정부의
보급 노력을 지원한다. 적십자사는 또한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
정서가 인정한 식별 표장을 보호하는데 있어 자국 정부에협조한다.
3. 국제적으로 각국 적십자사는 그 자원의 한도 내에서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1) 동
 규정에서 “제네바협약”이라는 표현은 추가의정서 체약국을 위해 추가의정서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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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무력충돌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자연재난과 그 밖의 긴급상황 희생자들을 지원

7. 자국 영토 전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한다. 활동, 인력, 물자, 재정 및 정신적 지원 등의 원조는 해당 적십자사나 ICRC 또는

8. 봉사원과 직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인종, 성별, 계급,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를

IFRC를 통해서 제공된다.
각국 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 전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지원이 필요한 다른
적십자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국제 지원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려하지 아니한다.
9. 적십자운동 규약을 준수하고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과 우의를 나누며 협력한다.
10.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적십자사는 상황에 따라 ICRC 또는 IFRC의

제5조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의를 전제로 국내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ICRC는 1863년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으며,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회의의 정식

4. 각
 국 적십자사는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책임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
하고 훈련, 배치한다.
각국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해당 적십자사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5. 각
 국 적십자사는 IFRC 헌장에 따라 IFRC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각국 적십자사는
가능하면 언제나 ICRC의 인도주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 적십자사 승인조건
제5조 2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십자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
해야 한다.
1. 육전(陸戰)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시행
되고 있는 독립된 국가의 영토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
2. 그 나라의 유일한 적십자사여야 하며, 적십자운동의 다른 구성기관들과 관련을 갖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대표할 자격을 갖고 있는 중앙기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서 공공당국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로서 제네바협약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그 나라의 합법적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5.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명칭과 식별 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무력충돌 시 법정 임무 수행을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승인을 받은 그 자체의 지위를 보유한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이다. ICRC는 스위스
국민 중에서 ICRC 위원들을 호선(互選)한다.
2. ICRC는 ICRC 정관에 따라 특히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즉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원칙을 유지하고 보급한다.
b) 제4조에 규정된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신생 또는 재조직된 적십자사를 승인하고,
다른 적십자사들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c) 제네바협약이 부과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충실한 적용을 위하여 활동하며,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 제기에 대해서 인지한다.
d) 특히 국제적 무력충돌 및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국내 소요 시 인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이러한 충돌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군과
민간인 희생자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e)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심인국(中央尋人局, Central Tracing
Agency)의 활동을 보장한다.
f) 무
 력충돌에 대비하여 각국 적십자사, 군 및 민간 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의무요원의 훈련과 의료장비 준비에 기여한다.
g) 무
 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지식을 이해시키고 보급하며 그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h) 국제적십자회의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ICRC는 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이며 중재자로서, 그 역할에 속하는 모든 인도
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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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ICRC는 각국 적십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ICRC는 각국 적십자사와
합의 하에 무력충돌 시의 활동 준비, 제네바협약의 존중, 발전, 비준과 기본원칙
및 국제인도법 보급 등의 공동 관심사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b) ICRC는 제5조 제2항 d)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다른 나라 적십자사들의 지원

g) 아
 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도주의 교육과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십자사 간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h) 각
 국 적십자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이념을 교육하는 것을 지원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국 적십자사 또는 관련 국가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IFRC와

i) ICRC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무력충돌 희생자를 지원한다.

체결한 합의에 따라 지원을 조정한다.

j)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ICRC를 지원하고, 각국 적십자사간

5. 이 규약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ICRC는 공동
관심사에 있어서 IFRC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협력한다.
6. ICRC는 원조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정부 당국이나 그 밖의 국내 또는 국제
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제6조 국제적십자사연맹
1. IFRC는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국제적 연합체이다. IFRC는 법인격(法人格)을
지닌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체 헌장에 따라 행동한다.
2. IFRC는 정부적, 정치적, 인종적 및 종교적 성격을 띠지 않은 독립된 인도주의 기구이다.
3. IFRC의 일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며, 세계평화 유지와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각국 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형태의 인도주의 활동을 항상 고무
시키고 독려하며, 용이하게 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4. 제3항에 규정된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 이 규약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제3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을 전제로 IFRC는
자체 헌장에 따라 특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 각국 적십자사간의 연락, 조정 및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로 활동하고, 각국적십자
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한다.
b) 각국 내에 독립적이고 정식 승인된 적십자사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c) 모든 재난 희생자에게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구호를 제공한다.
d) 각국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대비활동과 구호활동 조직 및 실제 구호활동을 지원한다.
e)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채택된 원칙과 규정에 따라 국제구호활동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f) 각국 적십자사가 관련 당국과 협조하여 공중보건 보호 활동과 사회복지 증진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정한다.

국제인도법과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ICRC와 협력한다.
k) IFRC는 국제 분야, 특히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가 채택한 결정사항과 권고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각국 적십자사들의 공식 대표가 되며, 각국 적십자사 본연의
모습(integrity)을 수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l) 국제적십자회의가 IFRC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5. IFRC는 각국 내에서 적십자사를 통하여 또는 적십자사와 합의 하에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
1.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각자의 규정과 이 규약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특히 ICRC와 IFRC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두
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자주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한다.
3. ICRC와 IFRC는 이 규약과 각자의 규정 체계에서 상호 활동 수행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할 경우 협정을 체결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 제5조
제4항 b)와 제6조 제4항 i)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ICRC와 IFRC는 각자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규약의 그 밖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간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각자의 규정 범위 내에서 공통의
임무와 기본원칙의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적십자운동 구성기관들은 자체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도주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필요한 경우 항상 협력한다. 단, 그러한 단체들이 적십자운동과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구성기관들의 기본원칙 준수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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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정기관
국제적십자회의
제8조 정의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의 대표들은 제네바협약 체약국 대표들과 회합한다. 체약국은 제네바협약에 따른
책임을 실행하고, 이 규약 제2조에 따라 적십자운동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
적십자회의 참가 대표들은 인도주의 공동 관심사와 그 밖의 관련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고
결정한다.

4. 국제적십자회의는 제17조 제1항 a)에 언급된 상치위원회 위원을 개인의 자질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개인 자격으로 선출한다.
5. 동 규약과 절차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제적십자회의는 결의사항 형식으로 자체의 결정
사항, 권고사항 또는 선언을 채택한다.
6. 국제적십자회의는 ICRC 정관, IFRC 헌장 및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양 기관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7. 국제적십자회의는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절차 및 메달 수여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8. 국제적십자회의는 회의기간 중 절차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제적십자회의 구성원은 각국 적십자사, ICRC, IFRC 및 제네바협약 체약국 대표단

제11조 절차

으로 구성된다.
2. 각 대표단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각 대표는 하나의 대표단에만 소속된다.
4. 각 대표단은 다른 대표단 또는 다른 대표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代理)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능
1. 국제적십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단일과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운동의 임무수행에
기여한다.
2. 국제적십자회의는 국제인도법과 적십자운동의 특별한 관심사인 그 밖의 국제협약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3. 국제적십자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a) 국제적십자운동 규약 및 국제적십자운동 절차규정(이하 ‘절차규정’이라함)을
개정하는 일
b) 국제적십자회의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이 규약 및 절차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견(異見)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일
c) 상치위원회, ICRC 또는 IFRC가 국제적십자회의에 제출한 제18조 제2항 b)에
언급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

1. 국제적십자회의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매 4년마다 개최된다. 국제적십자회의는
제18조 제1항 a)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적십자회의나 상치위원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임무에 따라 회의개최를 희망하는 적십자사의 중앙기구,
ICRC 또는 IFRC가 소집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가 차기 회의의 주최를 희망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개최 장소와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 상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ICRC, IFRC 또는 각국
적십자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시에도 변경할 수 있다.
3. 국제적십자회의는 회의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기타 위원들을 선출한다.
4. 국제적십자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되는 모든 문서
들은 이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회의의 논의가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의장과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는 선출된 모든 담당관들은 항상 어떠한 발언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회의 사무국은 절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문서의 배포를 허가하기 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국제적십자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구성원 외에 국제적십자회의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8조 제1항 d)에 언급된 옵서버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6. 국제적십자회의는 ICRC 정관과 IFRC 헌장을 개정할 수 없으며 이들 정관과 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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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ICRC와 IFRC는 이 규약 또는 국제적십자회의 결의
사항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7. 대표자회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요에 따른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그 임무와 기간, 구성을 정할 수 있다.

7. 국제적십자회의는 절차규정에 규정된 대로 의견일치(consensus)에 의하여 결의

8. 대표자회의는 이 규약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나 국제적십자

사항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의견일치(consensus)에 이르지 못하는

회의의 결의사항에 배치되는 결정, 이미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정되었거나 차기 회의를

경우에는 절차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하여 유보한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8. 이 규약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절차규정은 국제적십자회의에 적용된다.

제15조 절차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

1.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 개최 전에 열리며, 각국 적십자사의 3분의 1, ICRC,

제12조 정의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는 적십자운동의 모든 구성
기관들이 모여 적십자운동 전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의결기관이다.

제13조 구성
1.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각국 적십자사, ICRC 및 IFRC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2. 각 대표단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기능
1.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 상치위원회, 각국 적십자사,
ICRC 또는 IFRC가 회부한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을 한다.
2. 국제적십자회의 전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a) 제11조 제3항에 언급된 직위를 일임할 인사들을 국제적십자회의에 추천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의 임시의제를 채택한다.
3.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는 결의사항 형식으로 결정, 권고사항 및 선언을
채택한다.
4. 일반규정 제10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회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앙리뒤낭 메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5. 대표자회의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국제적십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6. 대표자회의는 적십자운동의 어떠한 구성기관에게도 검토를 위하여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IFRC 또는 상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개최된다. 원칙적으로 대표자회의는 연맹
총회가 열릴 때마다 개최되며, 자체의 발의로도 개최될 수 있다.
2. 대표자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대표자회의와 연맹 총회, 국제적십자 회의가
모두 열릴 때에는 각기 다른 사람이 그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3. 대표자회의의 모든 참가자들은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문서도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의장과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는 선출된 모든 담당관들은 어떠한 발언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지닌 논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대표자회의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8조 제4항 C에 명시된 대로 대표자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구성원 외에 가까운 장래에 승인 받을 것으로 보이는 승인 단계에
있는 적십자사를 옵서버로 참가시킬 수 있다.
5. 대표자회의는 절차규정에 규정된 대로 의견일치(consensus)에 의하여 결의사항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차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대표자회의는 절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표자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절차규정을 보완
할 수 있다.

적십자 상치위원회
제16조 정의
적십자 상치위원회(이하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폐회 후 차기 국제적십자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제18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십자회의의 수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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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성
1.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제
 10조 제4항에 따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선출된 각기 다른 적십
자사 대표 5명으로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폐회 시 또는 차기 상치위원회가 공식적
으로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b) ICRC 대표 2명, 그 중 1명은 회장이어야 한다.
c) IFRC 대표 2명, 그 중 1명은 회장이어야 한다
2. 위의 제1항 b) 또는 c)에 언급된 위원이 상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본인 대신 참가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단, 그 대리인은 상치위원회 위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위의 제1항 a)에 언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최근의 위원 선거의 낙선자 중 최고 득표자를 임명한다. 단,
현 위원 소속 적십자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리기 최소 1년 전에 차기 국제적십자회의 개최기관
대표를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
1.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차기 국제적십자회의를 준비한다.
a) 전
 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장소와 일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11조 제2항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소를 선정하고 일자를 결정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c) 대표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국제적십자회의 임시의제를 준비한다.
d) 제11조 제5항에 언급된 옵서버 명단을 의견일치(consensus)로 정한다.
e) 국제적십자회의를 널리 알리고 최대한의 참가를 확보한다.
2. 상치위원회는 국제적십자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a) 이 규약과 절차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
b) ICRC와 IFRC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에 관하여 ICRC나 IFRC가 제기
하는 문제

3.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십자운동의 사업에 있어서 조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운동 구성
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한다.
b)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고 촉진한다.
c)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적십자운동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4. 상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차기 대표자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a) 대표자회의 장소 선정 및 일자 확정
b) 대표자회의 임시의제 준비
c) 제15조 제4항에 언급된 옵서버 명단을 의견일치(consensus)로 작성
5. 상치위원회는 앙리뒤낭 메달 수여를 관리한다.
6. 상치위원회는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표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7. 상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일치(consensus)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을
지명 추천할 수 있다.
8. 상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십자회의의 최종 결정을 전제로
이 규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십자운동 구성기관 각자의 독립성과 발의권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상황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9조 절차
1. 상치위원회는 최소한 연 2회의 통상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2. 상치위원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다. 위원장이 선택하고 위원 과반수가 승인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상치위원회 회의는 국제적십자회의와 동일 장소, 동일 시기에 열린다.
4. 이 규약이나 절차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표결로
행한다.
5. 상치위원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6. 이 규약과 절차규정 범위 내에서 상치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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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종규정
제20조 개정
이 규약과 절차규정 개정안은 국제적십자회의 의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그 문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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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도법 2005-1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033) 811 - 0281
www.redcross.or.kr/ihl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학술적 견해로 대한적십자사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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