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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종전선언, 평화협
정, 불가침조약 등 회담에서 거론되었거나 관련 있는 여러 개념들이 그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사용됨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
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정치적 의미 자체로서도 큰 영향력이 있을 뿐 아
니라,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부정확하
게 사용할 경우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
토해야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들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정착시키는 목표를
달성함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
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Peace Deal’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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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한다고 함으로써 과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
며, 그 평화협정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 특히, 평화협정이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축소 및 철수 등
그 지위와 관련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정
부에서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라고 진화하는 상황까
지 발생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이 현재 한반도의 안보 구조와
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맺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전해지면서 과연 불가침조약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본 정책브리핑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를 바
탕으로 우리의 안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2. ‘전쟁’(war)의 국제법상 정의
❍ ‘종전선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종전’(termination of war)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전쟁’의 국제법상 정의를 이해할 필요 있다. 종전은 곧 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다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권위 있는 전쟁 개념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논의의 편의상, 국가의 무력사용 및 전쟁법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
진 이스라엘 출신의 국제법학자 요람 딘스타인(Yoram Dinstein)의 전쟁의 정
의를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전쟁은 기술적이든 실질적이든 둘 이상 국가들
간의 적대적 상호 작용이다.”(War is a hostile interaction between two or
more States, either in a technical or in a material sense.)라고 정의된다.
※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5 참조

❍ 요람 딘스타인의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 적대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법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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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기술적 차원에서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는 해석이 도출된다.
❍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한국전쟁 정전협정 발효일인 1953년 7월 27일
부터 실질적 적대행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적 차원에서는 여
전히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종료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시될 수 있다.

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사용
❍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의 법적 또는 논리적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1945년 이후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아야 한
다. 이 점이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이유는 1945년
UN 체제 성립과 함께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사용 문제는 이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과의 논의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개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국제법적 논리를 현재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소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가 간 관계는 법
적으로 ‘전쟁’관계와 ‘평화’관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국제
법적 상황에서는 선전포고 등이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
면 어떤 국가가 ‘정책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 있었다.
❍ 1928년 부전조약(Pact of Paris 또는 Kellogg-Briand Pact)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 제1조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의지하는 것을 비난하고 다
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언
급했다.
※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lemnly declare in the names of their respective
peoples that they condemn recourse to war for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controversies, and renounce it,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in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 하지만 부전조약 제1조는 전쟁을 정책수단 중 하나로 선택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했을 뿐이지 국가의 무력사용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았으므로 전쟁 자
체가 금지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부전조약 체제 하에서도 다른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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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무력으로 보복하는 ‘복구’(reprisals)가 제한적으로는
합법이었으므로 어떤 국가가 노골적으로 전쟁을 정책수단으로 선택하지 않
는 한 복구라는 미명 하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UN 체제가 성립되었고, UN헌장 제2조
제4항은 국가의 무력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Al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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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헌장은 국가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 UN헌장 제7장에 의거한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와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 예외만을 허용한다.
※ UN헌장이 아닌 ‘국제관습법’이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도적 간
섭’(humanitarian intervention) 개념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 개념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는 논란이 존재한다.

❍ 오늘날의 국제법은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무력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쟁이 아닌 ‘국제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과 같이 문제의 사태를 의도적으로 전쟁의 범주에서 제외시
키고자 하는 용어가 선택되고 있다.

4. 종전선언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2단계 절차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적
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제1조에 포함되었다.
i) 1842년 난징조약 제1조
“There shall henceforward be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His Majesty the Emperor of China, and between their respective
Subjects, ...”
ii)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1조 제1항
“The state of war between the Parties will be terminated and peace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m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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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평화협정 제1조가 언제나 종전선언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i)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
“China recognises definitively the full and complet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Korea, and, in consequence, the payment of tribute and
the performance of ceremonies and formalities by Korea to China, in
derogation of such independence and autonomy, shall wholly cease for
the future.”
※ 당시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관철시키고자 했던 조선의 국제법상 지위 문제가 평화협
정인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에 나타나 있다.

iii)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제1조
“The original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shall be those of the
Signatories which are named in the Annex to this Covenant and also
such of those other States named in the Annex as shall accede without
reservation to this Covenant. Such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a
Declaration deposited with the Secretariat within two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ovenant. Notice thereof shall be sent to all
other Members of the League. Any fully self-governing State, Dominion
or Colony not named in the Annex may become a Member of the
League if its admission is agreed to by two-thirds of the Assembly,
provided that it shall give effective guarantees of its sincere intention to
observe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shall accept such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League in regard to its military, naval and air
forces and armaments. Any Member of the League may, after two
years’ notice of its intention so to do, withdraw from the League,
provided that a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ll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venant shall have been fulfilled at the time of its
withdrawal.”
※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은 제1조를 통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창설했는데,
이는 종전선언 자체보다 (정치적)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 실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
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과거의 사례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필
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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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이유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국제법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정전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예를 들어 1주일, 한
달 등 단기간 동안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하며, 이론적으로 종전
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진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쟁의 재개를 의미
하는 적대행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체결된 1918년 11월 11일 정전협
정 제34조도 기본적으로 정전 기간을 오로지 36일로만 예정했었다. (그러나
이후 그 기간은 몇 차례 연장되었다.)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제4조 역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
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
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
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
본적으로는 단기간의 정전 기간을 예정했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약 65년 동
안 정전협정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 문제는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인데,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은 정치
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는 의미는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규율하는 유효한 법적 체제는
여전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 있
다 해도 군사분계선이 종전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i)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정전협정의 주체와 종전선언의 주체가 일치해야 하
는가의 문제이다. 정전협정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인데 반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이므로 주체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즉,
한국전쟁 종전선언 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ii) 같은 조약에 해당하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조차 주체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체결된 1918년 11월
11일 정전협정과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도 주체가 일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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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종전선언은 정
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므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전히
한반도는 법적으로 정전협정 체제 하에 있게 된다. 이는 군사분계선이 종전
선언에 의해 국경선으로 전환된다거나 종전선언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을 국
제법상 국가로 승인(recognition)하게 되는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의
미이다.

5. 평화협정
❍ 평화협정 체결은 종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
결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현 UN 체제 하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
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i) UN헌장 제2조 제4항은 국가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UN헌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와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다.
ii) 1945년 이전에는 합법적인 전쟁발발 순서가 [최후통첩 → 선전포고 → 개
전]이었으나 개전을 위한 선전포고 개념은 현 UN 체제 하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다.
※ 물론 어떤 국가가 자위권 행사를 위해 (의회 등을 통해 개전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선전
포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자위권 행사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iii) UN헌장이 국가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와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 예외만을 허용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전포고에 대응하는 개념인 평화협정 개념의 급속한
쇠퇴를 가져왔다.
❍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평화협정 사례, 즉 1842년 난징조약,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등은 1945년 체제 이전에
체결된 평화협정이다.
❍ 하지만 1945년 이후 평화협정 사례로는 1973년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과 1979년 이
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등 정도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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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평화협정에는 영토의 범위, 사면, 전쟁포로 교환, 기존 조약들의
효력 재개, 배상금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 불가침조약 관련 문제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을 언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상
호 불가침조약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은
1930년대 유행했던 조약의 한 유형으로 그 중에서 독ㆍ소 불가침조약이라
알려져 있는 ‘Molotov-Ribbentrop Pact’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이다.
❍ 1939년 8월 23일 체결된 Molotov-Ribbentrop Pact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I. Both High Contracting Parties obligate themselves to desist
from any act of violence, any aggressive action, and any attack on
each other, either individually or jointly with other Powers.
Article II. Should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become the object
of belligerent action by a third Power,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in no manner lend its support to this third Power.
Article III. The Governments of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 future maintain continual contact with one another for the
purpose of consultation in order to exchange information on
problems affecting their common interests.
Article

IV.

Should

disputes

or

conflicts

arise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participate in any grouping of Powers
whatsoever that is directly or indirectly aimed at the other party.
Article

V.

Should

disputes

or

conflicts

arise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ver problems of one kind or another, both
parties shall settle these disputes or conflicts exclusively through
friendly

exchange

of

opinion

or,

if

necessa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commissions. ...”
❍ 그러나 국가의 무력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 국제법 체계 하에서 불
가침조약 체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
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잉여적 개념임은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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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맺어진 상호 불가침조약의 상당수가
독일이 주변 국가들과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호 불가침조약
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도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은 사례가 없으
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불가침조약 체결 사례 자체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정치적 합의인)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라는 문구가 발견되고 있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는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라는 문구가 삽
입되었다. 물론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미국 의회의
법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 과거 개념의 상호 불가침조약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불공격의사가
포함된 (정치적 합의가 아닌) ‘조약’(Treaties)의 형태를 미국 의회가 받아들
일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된다.
❍ 2018년 5월 28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조약 형
태로 미국 의회에 제출하여 (조언과) 동의를 받겠다고 말함으로써 상호 불가
침조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은 회담 결과를 조약의 형태로 보
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상원 3분의 2의 조언과 동
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Treaties) 체결 요건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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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
❍ 종전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
→ 남북기본합의서의 사례로 보았을 때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더러,
가능하다 해도 필수불가결한 절차는 아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
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
도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 하지만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인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
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자체는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에 해당하는 모든 남
북합의서가 대통령의 비준 대상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논
의와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평화협정 체결 시 남북 상호 간 국가‘승인’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i)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한국 헌법이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 그 근거이다.

ii) 하지만 상호 승인하지 않는다 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상호 승인하지 않는 실체 간에도 조약은 체결될 수 있으므로, 남북 상호
간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iii) 그런데 만약 평화협정이 남북 간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이는 이론
적으로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
되는 경우 이는 현행 헌법 제3조의 존재로 인해 위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그러나 (국내적) 위헌 상태가 체결된 평화협정의 국제법상 효력을 부인하
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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