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장병들은 전쟁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전쟁법을 몰랐

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상관의 지시라고 하여 처벌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전쟁법을 숙지하고

각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지휘관은 부하의 위반행위

를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지휘관에게는 평소 부하들에게 전쟁법을 교육시

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의 전쟁법에 대한 교육

은 대단히 미흡하다. 때문에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고급장교들이 허다한 실정이며 일부 관심이 있는 장교

들도 적절한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든 것이 또한 현실이다.

전쟁법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나온 제네바협약의 해설서가 가장 좋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해설이 동어 반복적이기 때문에 막

상 읽거나 참조하는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전쟁법을 다루고는 있지만

vii



주로 전쟁법의 연혁, 원칙 등 학술적인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

기 때문에 장병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오면서 사

례연구식으로 된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워낙 지식과 필재가 부족하여

쉽게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으로는 평생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21세기 군사연

구소 김진욱 소장의 재촉으로 일단 시작해 보았다. 

따라서 본 서지의 내용은 앞으로도 뜻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

하여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야만 할 미완성의 것이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질정을 기다린다.

1999년 5월

국방대학원에서

필자 김 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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