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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 사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1947년 최초의 UN 평화유지활동
의 시작 이래로 UN의 평화유지활동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UN 평화유지활동의 역할인 분쟁지역의 정전감시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으로 그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N 
평화유지활동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 평화유지활동 UN 평화유지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례와 민간인 살
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제 사회는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가 속
출하게 되자 무력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국
제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UN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은 분쟁 지역
에 대한 평화유지와 분쟁예방이고 평화유지군은 자위를 이용해서만 무력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평화유지활동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본고에서는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국제법규를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UN 평화유지활동의 국제
인도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UN 평화유지활동의 행위 귀속은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이하 “DARIO”) 제6조에 의해서 UN에 귀속이 된다. 그러나 UN 평화유지활
동은 군대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UN 평화유지활동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UN회원국들이 제공한 병력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을 
하므로 파견국과 UN이 이중적으로 UN 평화유지활동을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UN 평화유지활동이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가질 때 DARIO 제 7조의 
실효적 통제를 기준으로 행위 귀속을 판단하였다. 이 때 문제는 UN 평화유
지활동의 행위가 UN에 귀속될 때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인도법의 당
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 UN의 평화유지활동의 시작 이후로 UN 평화유지활동의 국
제인도법적용에 대해 국제사회는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런 논의의 
결과로 UN이나 국제기구라도 관습국제법에 의해서 국제인도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 적십자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ICRC”)는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이루어진 관습 
국제인도법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ICRC에서 연구한 관습국제인
도법의 보고서를 통해 관습국제법으로 수락된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살펴보
았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이후 지금도 세계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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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평화유지활동에 파견 중에 있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평화유지
활동에 군대를 파견중인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논의이다. UN 평
화유지활동 시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현재 UN 평화유지활동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
한 적용 법규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 속출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UN 평화유지활동 시에 국제인도법의 적용받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중
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UN평화유지활동도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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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수 십 년간 각 나라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분쟁국
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파견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United Nations, 이하 “UN”)의 평화유지활동은 
1947년 발칸 반도의 휴전감시를 위해 UNSCOB(the U.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이 최초의 활동을 시작하였고1) 2019년 기준 
100,411명이 UN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다.2) 이와 같이 무력 충돌 시에 국
제공동체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행위와 책
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특히 콩고, 수단, 동티모르, 아이티에서 
UN 평화유지군들에 의한 성범죄가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의 큰 비난이 이어
지고 있다.4) 그 중에서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UN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
범죄가 심각하여 UN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한 피해와 혐의를 공개하고 있
다.5)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인 UNOMSIL(The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Sierra Leone, 이하“UNOMSIL”) 소속 가이아나 군
인이 12세 여자아이에 대한 강간을 한 것은 물론 UNOMSIL 소속 우크라이
나 군대의 경우 집단강간 등 다수의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ECOMOG(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Monitoring Group, 이하 “ECOMOG”)과 UNOMSIL 소속 평화유지군은 아
동매춘의 교사행위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가 노골적으로 행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2호에 의해 
설립된 UNSTAMIH (United Nations Stabilisation Mission in Haiti, 이
하“UNSTAMIH”)는 아이티에서 UN군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과 함께 총을 
난사해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들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
다.7)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받아 파견된 ECOMOG는 시에라
리온 사태에서 약 100여명에 이르는 RUF 반군 지지자들에 대한 살인을 저
질렀으며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 민간인(individual civilians)에 
대한 공격을 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3

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8판 (서울: 박영사, 2018), P.1107
2) https://peacekeeping.un.org/en/data
3)h t t p : / / w w w . s i s a i n . c o . k r / ? m o d = n e w s & a c t = a r t i c l e V i e w & i d x n o = 1 1 2 6 5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33347
4) https://www.rt.com/news/266179-un-peacekeepers-haiti-sexual/
5) https://conduct.unmissions.org/addressing
6) Human Rights Watch, We`ll Kill You if You Cry:Sexual Violence in the Sierra Leaone 

Conflict, No. 1(A), (2002), p. 4. 
7)  

http://www.ijdh.org/2007/01/archive/institute-for-justice-democracy-in-haiti-home-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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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제2 추가의정서를 위반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8) 또 라이베리아 사
태에 파견된 ECOMOG는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인을 목표로 공격을 한 점, 외국 구호 요원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함으로서 
의료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권위 있는 기관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인도법의 위반이라는 보고를 하였다.9)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평화유지활동
에 참여한 UN 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UN 평화유지활동 시 국제법상 어떤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국제법상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먼저 평화유
지활동은 무력분쟁 시에 일어나므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
겠지만 UN 평화유지군은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UN 평화유지활
동의 경우 분쟁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 평화유지활동은 중립원칙에 따라 자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
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UN 평화유지활동도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가 이 글의 핵심 쟁점이다. UN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문제는 세계 2차 대전 이래로 계속 논의가 되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무엇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제인권법 또
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무력분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무력분쟁 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은 주로 국제인도법이 담당
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국제인권법은 별론으로 하고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만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도 소말리아 활동단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이
하“UNOSOM” II)에 참여를 시작으로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 등
에 2019년 5월 기준 643명을 파병 중이며10)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다국적군 파병을 하고 있다. 또한 유엔 법무국(Office of legal affairs)은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
는 1950년 한국의 UN작전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표명했다.11) 이렇게 
우리나라는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8) L. Alison Smith, Catherine Gambette and Thomas Longley, Conflict Mapping in Sierra 
Leone: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991 to 2002, No Peace Without 
Justice (2004), chapter 4, p.89

9)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s, Volume 5, Issue No. 6,
10)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070904314091&rs=/viewer/result/20190
8  우리나라의 유엔 PKO 참여 현황 검색)

11) Dr. Gian Luca Beru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uman rights and peace 
operation”, 31st Round Table on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nremo, 4-6 September 2008,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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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
위에 대해서 어떤 국제 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UN 평화유지활동 중 그 참여자의 위법행위 시에 국
제인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UN 평화유지
활동의 위법행위 시에 그 행위 귀속에 대해 살펴본 후 (I) UN 평화유지활동
과 UN 평화유지활동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 과정을 살펴보
겠다(II). 이후 관습국제법을 통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III) 
이에 대한 결론(IV)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UN평화유지활동의 행위 귀속
 1. UN평화유지활동
  UN본부의 평화유지활동 주관기관인 평화유지활동국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DPKO)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이란 ‘폭력적 충
돌의 예방, 관리 및 해결 또는 그 재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장 활동’
을 의미하며12) 무력충돌 시에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당사자 간의 휴전을 감
시하거나 완충지역을 장악해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3)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병력을 통해 평화유지를 하는 행위이다.14) 
이 때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뉜다. 먼저 UN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직접 실행한 레바논과 수단에
서와 같은 UN평화유지군과 UN안전보장이사회가 EU, AU, NATO등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동맹국에 위임한 다국적군이다. 따라서 UN 안전보장이사회
의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을 받은 지역기구 및 다국적군은 평화유지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UN 승인의 평화유지활동은 회원국 또는 지역 기구의 직
접적인 지휘 통제를 받으며 재정적 사항 또한 UN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15) 따라서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활동은 UN평화유지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16) 이 글에서는 UN의 승인을 얻은 평화유지활동은 논외로 하
고 UN 주도하의 평화유지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동안의 UN 평화유지활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대표적으

12)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Principles and Guidelines,  
(NewYork: UN 2008) Annex 2. p. 98.

13) 정인섭, supra note 1, p.1107.
14) Ibid.
15)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Doc. A/CN.4/637/Add.1 (2011), p.10, 

para.3. 
16) 이병오, “평화유지활동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1  p.16, par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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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립의 원칙과 자위의 원칙이다. 먼저 UN 평화유지군은 분쟁의 당사자
가 아니며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다. 또한 자위의 원
칙으로 인해 대체로 경무장을 한 상태에서 자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해
야한다.17)  분쟁지역에 평화유지와 안보목적으로 파견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UN평화유지군의 경우 분쟁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18) 평화유지활동은 
앞서 본 중립의 원칙에 따라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에 섰으
며 대체로 자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19) 이러한 분쟁의 당
사자가 아닌 UN평화유지활동도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2. UN 평화유지활동의 행위 귀속
 UN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자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1907년 헤이그 육
전규칙이나 1949년 제네바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의 국제인도법 적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UN 평화
유지활동의 위법행위의 행위 귀속 여부가 중요하다. 위법행위가 UN에 귀속
됐을 때 국제인도법의 명시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
라는 특성상 UN 평화유지활동이 파견국과 UN의 통제를 받아서 그 행위가 
이중적으로  귀속된다면 이 때의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DARIO를 바탕으로 
이하에서 검토해보겠다.  

  (1)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의 대리인(agent)의 활동이나 국가 
기관(organ)의 행위는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간주된다.20) 따라서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완전히 놓여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 국가기관의 행위는 DARIO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
로 귀속된다. 따라서 UN 평화유지활동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UN에 귀속된
다. 또한 평화 유지군에 적용되는 원칙은 재난 구조대와 같은 UN에 배치된 
다른 국가 기관으로 확대 될 수 있다.21) 
 
 (2) 전통적으로 UN 평화유지활동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병력을 제공한다.22) 이렇게 UN 평화유지활동은 파

17) 정인섭, supra note 1, p.1108.
18) 안준형, “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유형과 그 적용”, 국제인도법논총 63(4), 2018, p.429.
19) Ibid.
20)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Article 6.

21)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pp58, para15.



- 8 -

견국의 군대라는 점에서 UN의 통제 하에 놓인 후에도 여전히 파견국으로부
터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다.23) 또한 UN 평화유지활동으로부터 파견군대를 
철수시킬 권한은 파견국의 고유 권한이며24) 파견국 기관이 국제기구로 파
견된 후에도 파견국의 통제를 받는다.25) 이에 따라 UN 평화유지활동은 UN
의 통제를 받는 중에도 파견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적 법적 지위
를 가지게 된다. UN 평화유지활동이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 UN 평
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는 파견국에 귀속 될 것인가 UN에 귀속될 것인가? 
 이 때 이중적 법적 지위에서의 판단은 DARIO 제7조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한다. DARIO 제7조에서는 “타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겨진 국가기관 또는 국
제기구의 기관 및 요원의 행위에 대하여 타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
(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타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며 이중적 법적 지위에서의 행위 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인 Behrami and Saramati 
사례는 평화유지활동의 행위 귀속 여부를 DARIO 제7조의 실효적 통제를 
적용해 판시한 첫 번째 판례이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1999년 NATO(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는 코소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을 방지하고자 군사작전
을 수행 중이었고 유고연방은 국제적 감시 하에 코소보지역에 두기로 동의
하였다. 1999년 KFOR (The Kosovo Force, 이하“KFOR”)은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244를 통한 UN평화유지군으로서 코소보사태에 대한 코소보
지역의 국제민간, 안전요원의 주둔을 맡고 있었다. 즉 NATO가 주도하였지
만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국제주둔군(international 
security presence)인 것이다.26) 
 이 때 NATO군의 공습당시 투하된 폭탄에 의해 아들이 사망하게 된 
Berhami는 유럽인권법원에 KFOR 참여국인 프랑스에 대해 배상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27) 또 Samarati는 KFOR에 의해서 자신이 불법 구금된 기
간에 대해 KFOR의 파견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때 주요쟁점
이 된 것은 코소보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 KFOR과 UNMIK 

22) 정인섭, supra note 1, p.1107.
23) 최지우,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행위귀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p.33.
2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epartment of Field Support, 

“Authority, Command and Control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olicy, 
February 2008) p.3, para.7.

25) 정인섭, supra note 1, p.796.
26)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No.71412/01, 

78166/01, ECHR Decision 2007. pp.128-141, paras.128-143.
27) Ibid. pp.19-20, para.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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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이하 “UNMIK”)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UN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인 Behrami는 실질적인 지휘를 하고 있던 군대의 파견국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은 KFOR의 권한과 UNMIK의 권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최종적인 권한 통제
는 UN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KFOR의 최종적인 권한 통
제는 UN이 가지며28) , NATO의 권한은 UN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작
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었다고 판시하였다.
 UNMIK에 대해서는 UN헌장 제24조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로부터 
제7장에 따라 설치된 UN의 보조기관29)이고 그 행위는 UN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30) 결국 유럽인권법원은 UN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Saramati의 불법구금에 대한 KFOR의 작위행위와 Behrami 사건에서의 지
뢰제거의 실패인 부작위 행위가 UN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Kasumaj v. Greece 와 Gajić v. Germany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KFOR에 배정된 국가 파병 부대가 취한 유엔 행동의 귀속에 관한 견해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31)

 (4) 앞서 본 사례와 달리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위귀속이 
파견국에 속하는 판례가 있다. 1995년 보스니아 내전당시 대학살과 관련하
여 네덜란드 군대의 강제 퇴거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32) 2008년 Mothers 
of Srebrenica 협회가 UN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헤이그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 이후 헤이그 지방법원, 헤이그 항소법원, 네덜란드 대법원이 사
안에 대해 판단하면서 UN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
한 사건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세력사이에 무력충돌이 발
생하게 되면서 UN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헌장 제7장에 근거해 
UNPROFOR(UN Protection Force, 이하“UNPROFOR”) 의 위임명령을 확
대하고 무력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였다.33) 이 때 네덜란드 군대는 
UNPROFOR의 통제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34) 1995년 Srebrenica 지

28) Ibid. pp.23-24, para. 23-24
29)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62, p.177.
30) Ibid. pp.40 para.140
31) ILC, supra note 21, pp58.
32) Nuhanovićv. The Netherlands,no .200.020.174/01, The Hague Court of Appeal (2011), 

p.256, para2.15-2.24.
33)  UN Doc. S/RES/836 (1993).
34)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12/03324/LZ TT,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2013), par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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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보스니아계세르비아군대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난민이 
발생하여 네덜란드 군대는 피난민의 일부를 퇴거시켰다. UNMO의 통역사로 
UN의 직원의 가족이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UN의 직원은 헤이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헤
이그 지방법원은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으나35) 헤이그 
항소법원에서는 실효적 통제의 기준을 받아들여 UNPROFOR의 위법행위는 
DARIO 제 7조의 실효적 통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36) 이후 
네덜란드 대법원은 이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 DARIO 제7조의 실효적 통
제와 제48조를 원용하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있다고 판시하였다.37) 국가가 
평화유지군의 퇴거 결정에 긴밀한 관여를 하였으며 군대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사실상 통제(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를 행사한 점에서 소속 
평화유지군에 대한 네덜란드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인정한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가 파견국과 UN의 통제
하의 즉, 이중적 법적 지위에 놓여 있었을 때의 행위 귀속을 DARIO 제7조 
실효적 통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실효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UNOSOM II(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이하“UNOSOM II”) 작전 요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이루어졌다. 소말리아 UN 평화유지군인 
UNOSOM II에 대해 군 사령관은 여러 국가의 파병 대원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지 않았으며, 군부 사령부의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여러 국가에서 자국 
당국의 명령을 계속 구했다. UN군 사령부와 UNOSOM의 임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전들이 UNOSOM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UN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국가가 실효적으로 통제한 것이므로 UN
의 행위에 귀속되기 어렵다38)고 해석함으로써 DARIO 제7조의 실효적 통제
에 대한 것을 재확인 했다.
 

III. UN 평화유지활동의 국제인도법 적용
 1. 국제인도법 적용의 논의
  UN 평화유지활동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한 논의는 1950년 이후 ICRC
와  UN의 논쟁으로 시작되었다.39) ICRC는 UN 평화유지활동의 국제인도법 

35)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265615/HAZA 06-1671, District Court of the Hague 
(2008), para.4.14.5.

36) supra note 32, para.5.8.
37) Ibid. p.19
38) S/1994/653, paras. 243–244; ILC, supra note 21, p.58,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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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대해 국제인도법이 국제 관습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40) 덧붙여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 연루된 모든 국가와 군대에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필요한 수정
이 있더라도 국가가 설립한 보편적 조직에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야하고 전투 방법 및 수단과 관련된 규칙과 전투에 처한 사람들의 대우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41)
 반면 UN의 입장은 UN 평화유지군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 사회
를 대신하여 행동하므로 제네바 협약의 의미 내에서‘분쟁’이나‘힘’으로 간주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UN은 국제적 합법성의 국제 평화와 안보
의 회복과 유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
고 인도주의적 또는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UN평화유지군이 반드
시 국제 인도법의 적용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42) UN 사무총
장은 이에 대해 UN이 국제기구의 참여에 대한 어떤 조항도 제공하지 않았
기 때문에 1949년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43)
 1990년대에 이르러 UN 평화 유지군은 극심한 폭력, 인간의 고통, 국제인
도법의 대규모 위반과 같은 무력 충돌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며 자기 방어
를 위한 자위권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44) 이에 따라 UN평화유지
활동과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s)의 경계가 상당히 흐려졌다. 전통적
인 UN평화유지활동은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의 UN 헌장 제6장에서 제7장
인 강제 조치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45) 그 결과로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의 분쟁에 파견된 
UNPROFOR(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이하“UNPROFOR”)은 안
전한 지역에 대한 폭격에 대응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포함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 받게 되었다.46)
 1993년 SOFA는(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UN과 르
완다 사이 르완다 UN 평화유지군인 UNAMIR(The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Rwanda, 이하“UNAMIR”)에 군사 요원의 행동에 
일반적인 국제 협약의 원칙과 정신(principles and spirits)을 존중해야한다
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UN이 군사요원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
는 일반 국제협약의 “원칙과 정신”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모든 국

39) Dr. Gian Luca Beruto, supra note11, p.90, para 1.
40) Ibid. p.90, para2.
41) Ibid. p.91, para1.
42) Ibid.
43) Ibid. p.91 para2
44) Ibid.
45) Ibid. p.91 para3
46) UN Doc. A/Res/836(1993), 958(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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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도법 규정에 구속됨을 명시하지는 않았다.47) 이후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인 UNOSOM II의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인해 UN 평화유지활동의 원칙과 
정신의 공식을 구체화하고 적용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48)
 이러한 끊임없는 논쟁 끝에 UN사무총장은 1999년 8월에야 비로소 ‘UN군
의 국제인도법 준수에 관한 고시’를 공포함으로써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
하여 사실상 국제인도법의 제 규정이 적용 될 것임을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
렀다.49) 특히 위 고시에서는 무력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들이 전투원으
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UN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는 UN평화유지군
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50) 즉 여기서 UN군을 “전투원으로서 적극적으
로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때”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이로써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 제2항에 설정된 바와 같이 무력충돌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점령상황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
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늘
날 국제인도법의 상당 부분은 관습국제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49년 제
네바협약 제1장 코멘터리 제1조에서 현행 국제법의 상태에서 오직 국가만
이 '체약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는 협약에 직접 또는 형식적으로 
구속되지 않지만 관습적인 국제인도법에 구속되어 국제인도법의 조항을 존
중할 의무가 널리 합의되었다고 해석하였다.51) 또 국제기구가 운영과 관련
하여 지휘와 통제를 행사하는 한, 국가가 존중하고 존중해야하는 것과 동일
한 방식으로 처분하는 국가 파병 대에 의해 인도주의 법을 존중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52)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의 코멘터
리에 따르면 다국적군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은 UN 안전보장이
사회에 의해 할당된 당사국에 지정과 관련 없이 지상상황에만(on the 
circumstances on the ground)의존하여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고 나타나
있으며, 고전적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국가나 국제기구, 다국적군이 무력
충돌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배제하는 국제인도법은 없다고 해석하고 있

47) Dr. Gian Luca Beruto, supra note 11 p.93
48) Ibid.
49) Observanc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ST/SGB/1999/13) (1999)
50)  Bulletin on the Observanc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ST/SGB/1999/13 (1999), reprinted in ILM, Vol. 38, 1999, p.1656; M. 
ZWANENBURG, “The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Observanc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5, 1999, p. 133.

51)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Geneva, 12 August 1949. commentary of 2016 Article. 1 
para 138.

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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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또한 국제기구가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와 통제를 행사하는 한, 국가
가 존중하고 존중해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분하는 국가 파병 대에 
의해 인도주의 법을 존중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54)
 더불어 UN평화 유지군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UN 평화 유지군은 국제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준수해
야한다고 밝혔다. 55)
 관습 국제법의 적용에 관한 다른 국가 재판소의 선례도 있다. 1948년 일
본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와 1949년 독일의 뉘른베른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
는 이미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이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56) 2009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서도 UN은 전통적으로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당사자 지위는 아니지만, 
UN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준수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군사행동
에 관한 다른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57)

 2. 관습국제인도법
  지금까지 UN 평화유지활동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관습국제법으로서 국제인도법을 적
용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검토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2004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장벽 
건설의 사례에서 원고가 인도주의 법을 존중하고 존중할 의무를 다루면서 
타인의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제기구는 그 자체
가 분쟁의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관습 국제법에 따라야한다58)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UN과 같은 국
제기구는 관습국제법으로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1949년 제네바협약 I~IV는 196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59) UN의 모든 

53)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Geneva, 12 August 1949. commentary of 2016 Article. 3.

54) Ibid.
55) United Nations, supra note 12, p15.
56)  The Trial against Goering, et al., 1946, United States Military Tribunal, Nuremberg, in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XII(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p.87;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XVⅫ(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pp.12-13

57)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UN Doc. S/P 
RST/2009/1), p.15.

58)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 para 158-160.

59) file:///C:/Users/user/Downloads/IHL_and_other_related_Treaties.pdf, State Parties to 
the Follow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ther Related Treaties a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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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193개국)과 UN회원국 이외의 3개국인 바티칸시국(Holy See)과 쿡아
일랜드(Cook Island), 팔레스타인(Palestine)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 역
시 그 능력과 자원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습국제법에 구
속되며 60) 국제기구인 UN도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61) 국
제인도법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관습국제인도법으로
서 적용되는 사실이 널리 합의됨에 따라 ICRC에서 관습 국제인도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관습국제인도법의 연구는 조약이 비준한 국가
에게만 적용된다는 점과 관련 국가가 어느 조약을 비준하였는가에 따라 각 
나라가 상이한 국제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국제인도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UN
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연구이
다. 
 먼저 관습국제법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관행과 법적확신이 있어야
한다.62)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의 관행과 법적 확신을 토대로 생성된 
2006년 기준 161개의 관습국제법 규칙을 발견하였다. 먼저 공통조항 제3조
를 포함하는 제네바협약의 대다수 규정들은 관습국제법으로 간주되고 있
다.63) 따라서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1949년 4개의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이
다. 제1 추가의정서와 제2 추가의정서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비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관행과 법적확신에 의해 상응하는 관습국제인도
법의 연구가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발견된 국제관습법으로 먼저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련된 규정인 제1추가의정서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는 예는 민
간인과 전투원의 구별 원칙 및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의 구별 원칙, 무차별 
공격 금지, 공격의 비례성의 원칙, 공격 및 공격의 영향에 대한 가능한 예
방조치의무,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인도적 구호요원 
및 시설, 민간인 기자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이다.64)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정하고 있는 제2추가의정서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7-Aug-2019
, ICRC
60)  Henry G. Schermers,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5th 

ed.(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p.1004-1005; Moshe Hirsch,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ward Third Parties: Some Basic Principl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p.31-37. 

61)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49, p.179

62) ICRC,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review”, vol.87, No.857, 2005, p.5.
6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 I.C.J Reports 1996, pp. 257-258, 

para79-82.
64) ICRC, supra note 6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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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금지, 의무 요원 및 종교요원•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을 존중하고 보
호할 의무, 의료업 무를 보호할 의무, 기아작전금지, 민간인의 생존에 불가
결한 물자에 대한 공격금지, 민간인과 전투능력상실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을 존중할 의무, 부상 자•병자•난선자 수색 및 보호 의무, 사망자 수색 및 
보호의무, 자유를 박탈 당한 자의 보호의무, 민간인의 강제이동 금지, 부녀
자 및 아동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보호이다.65)
 특히 제1 추가의정서와 제2 추가의정서에서 주목해야할 조항은 제1 추가
의정서 70조 1항 및 제2 추가의정서 제18조 2항이다. 관습국제법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인도적 기구는 구호 활동 시에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활동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러한 동의는 자의적인 이유로 거부되어서
는 안 되며 만일 민간인이 기아상태에 처하게 될 위협을 받고 있고, 공평하
고 비차별적으로 구호를 제공하는 인도적 기구가 그 상황을 구제할 수 있다
면, 당사자는 인도적 기구가 구호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66)고 해석하였다. 자의적인 이유로 동의가 보류되어서는 안 되는 반면, 
관련당사자가 구호활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인도적 구호요원은 영토 접근에 
관한 국내법과 유효한 안전요건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67)
 따라서 UN평화유지활동 관습국제인도법의 적용은 1947년 제네바 협약의 
대부분과 제1 추가의정서, 제2 추가의정서 중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에 따
라 관습국제인도법으로 형성된 규정만이 UN 평화유지활동에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IV.결론

 UN은 평화유지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각 국의 분쟁 상황에 파견 돼 평화 
유지와 분쟁예방이라는 목표로 평화유지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UN 평화유
지활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UN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위법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아이티에서 UN 평화유지군인 
UNISOM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여 민간인이 살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UN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국제 인도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68) 이처럼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65) Ibid.
66) ICRC, supra note 62, p.18, para1.
67) Ibid.
68) https://news.un.org/en/story/2019/01/102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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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는 우리에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소말
리아 UN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 평화유지활
동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의 주체
가 될 수 있으며 UN 평화유지활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
다. 이런 맥락에서 UN 평화유지활동 시에 어떤 국제법규가 적용이 되는지
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국제인도법 위반이나 국제 사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상에서 먼저 UN 평화
유지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본 후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행위 귀속을 검
토했다. UN 평화유지군이 군대라는 특성상 파견국과 UN에 통제를 받을 시
에 이중적 법적 지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UN 평화유지활동이 파견국
과 UN에 이중적으로 통제를 받을 때에 행위 귀속을 구분하기 위해서 
DARIO 제7조의 실효적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DARIO 제7조의 실
효적 통제의 적용의 대표적인 예로 Behrami Saramati 사건은 KFOR의 지
뢰를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와 UNMIK의 행위가 모두 UN의 통제 하에 있었
으므로 DARIO 제7조에 의해서 UN에 귀속된다고 유럽인권법원이 판시하였
다. 이와 반대로 UN 평화유지활동의 행위가 파견국에 귀속된 판결 또한 살
펴보았다. 
 UN 평화유지활동의 행위 귀속에 의해 UN 평화유지활동이 UN에게 귀속
이 됐을 때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 UN이나 국제기구는 명시적
으로 국제인도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평화
유지활동은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는다. 1950년대부터 UN 평화유지활동
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제 사회
의 논의는 관습국제법의 국제인도법 적용으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관습
국제법에 의한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해 국제인도법의 어떤 규정이 관습국제
인도법이 되었는지 ICRC를 통해 살펴보았다. 1949년 제네바 4개의 협약은 
대부분 관습국제법이 되고 1977년 제1 추가의정서, 제2 추가의정서에 대해
서 법적확신과 국가관행에 의해 관습국제법이 된 국제인도법을 살펴보았다.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의 양상은 날이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UN 평화유지활동 중 성폭행이나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의 국제인도법을 위
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는데서 야기된다. UN 평화유지활동 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명시적 규
정이 없으므로 위법행위의 행위자들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논의가 수
차례 이루어져왔고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로 국제인도법 상당부분이 
관습국제법으로 수락되었다. 따라서 UN 평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습국제법으로 수락된 국제인도법을 적용해야한다. 더불어 아직 불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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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남아있는 관습국제법의 연구를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을 통해 거듭 연구
해 나가면서 관습국제인도법의 규정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UN 
평화유지활동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UN 평
화유지활동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평화 유
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1-1 국내 단행본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8판 (서울: 박영사, 2018). 

1-2 국내 논문
이병오, “평화유지활동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박사학

위논문, 고려대학교, 2011 
 최지우,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행위귀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2014

1-3 국내 기타자료
안준형,“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유형과 그 적용”, 국제인도법논총 63(4),  
 20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33347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070904314091&

rs=/viewer/result/201908

2-1 외국 단행본
L. Alison Smith, Catherine Gambette and Thomas Longley, Conflict 

Mapping in Sierra Leone: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991 to 2002, No Peace Without Justice (2004)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NewYork:UN (2008) 

2-2 외국 논문
M. ZWANENBURG, “The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Observance 



- 18 -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5, 1999

Henry G. Schermers,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5th ed.(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Moshe Hirsch,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ward Third Parties: Some Basic Principl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2-3 유엔 자료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Doc.A/CN.4/ 
637/Add.1 (201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epartment of Field Support, “Authority, Command and Control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olicy, February 2008)

Bulletin on the Observanc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ST/SGB/1999/13 (1999)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UN Doc. S/P RST/2009/1

UN Doc. A/Res/836(1993), 958(1994)
Observanc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ST/SGB/1999/13, (1999)
2-3 국제법원 판례
Behrami v. F rance and Saramati v. F rance, G ermany and N 
orway , No.71412/01, 78166/01, ECHR Decision 2007.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 19 -

the Charter),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62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49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 I.C.J Reports 
1996

2-4 국내법원판례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265615/HAZA 06-1671, District 
Court of the Hague (2008)

Nuhanovićv. The Netherlands,no .200.020.174/01, The Hague Court 
of Appeal (2011)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No.12/03324/LZ TT,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2013)

2-5 기타자료
https://peacekeeping.un.org/en/data
https://www.rt.com/news/266179-un-peacekeepers-haiti-sexual/
https://conduct.unmissions.org/addressing

Human Rights Watch, We`ll Kill You if You Cry:Sexual Violence in 
the Sierra Leaone Conflict, No. 1(A), (2002)

http://www.ijdh.org/2007/01/archive/institute-for-justice-democrac
y-in-haiti-home-462/ 

Dr. Gian Luca Beru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uman 
rights and peace operation”, 31st Round Table on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nremo, 4-6 
September 2008



- 20 -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63th Sessio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Geneva, 12 
August 1949. commentary of 2016

file:///C:/Users/user/Downloads/IHL_and_other_related_Treaties.pdf
, State Parties to the Follow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ther Related Treaties as of 7-Aug-2019, ICRC

ICRC,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review”, vol.87, 
No.857, 2005 

https://news.un.org/en/story/2019/01/1029642

The Trial against Goering, et al., 1946, United States Military 
Tribunal, Nuremberg, in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XII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XVⅫ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