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주제〉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2)

韓     寅     燮**

사회실정을 무시한 규범은 정의일 수 없고 하나의 악

이다. (柳秉震)

대한민국 정부는…사변 발발 직후에는 국민을 기만하

여 적의 마수하에 남겨둔 채 무질서한 도주를 감행하

여 저 무수한 애국자를 희생시킨 千秋의 痛恨事를 저

질러 놓고도 한 사람도 責任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

하는 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마치 구국의 

웅이나 된 양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국가에서 도

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유린을 감행하

으며… (金性洙)1)

Ⅰ. 서 론

전시 하에서 인명은 평시의 그것과 같게 취급되지 않는다. 한국전쟁과 같은 미증

유의 살상을 3년 이상 초래한 큰 전쟁에서 민간인들의 생명은 참으로 초개와 같은 

것이었다. 몇백만의 인명이 죽어가야 했고, 국적별로도 한국인뿐 아니라 여러 외국

인이 같이 죽었다. 전투현장에서 직접 희생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 과정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실정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 전쟁이 폭력의 분출이고,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마당에 법치와 인권의 주장은 

사치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이라는 전면전쟁, 그것도 경계선이 계속 변경되

* 이 의 자료수집단계에서 BK21 참여 대학원생(최정학, 김호기, 최준혁)의 일부 도움

을 받았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1952.5.29. ｢부통령 사임청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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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속전쟁은 무법천지의 양상을 도처에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의 일패도

지의 첫 2∼3개월을 지나면서, 후방에서는 그런대로 질서가 잡혀갔다. 이 상황에서 

법은 다시 제한적으로나마 기지개를 켜고 법률에 따른 재판의 외형을 띠게 된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과 실정법을 관련시켜보면 대

략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전쟁 자체의 필요성, 전쟁 자체의 

동력으로 초래되는 살상유형이 있다. 전투현장 및 전투의 필요성에 직결된 살상이 

있다. 둘째, 권력남용으로서의 민간인학살인데, 이는 다시 정규 군대․경찰 등에 의

한 민간인학살과 준치안조직의 일원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있다. 이러한 학살은 법

적 제재가 작용하지 않거나 명목적으로 작용될 때 더욱 조장되고 촉진된다. 셋째, 

법령 자체가 매우 가중되어 있고 재판이 매우 졸속으로 진행될 때 생겨나는 법률

적인 민간인학살이 있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전면전이었다. 전쟁을 기획하고 전면남침을 단행한 북한 측에 비해 

남한 측은 북진통일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1950년 6월 25일의 전면전을 맞았다.2) 전선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데다 정규전과 게

릴라전이 중첩된 대규모 전쟁에서 남북간의 적대감과 증오감은 증폭될 대로 증폭되

었다. 따라서 전쟁은 전투과정에서의 살상(battleground killings)에 그치지 않고 대

규모의 민간인학살을 빚어내었다. 단순히 전쟁의 필요성을 넘어서 적대감과 증오감

으로 상승된, ｢권력남용형 학살｣(killings as the abuse of power) 및 ｢법률적 학살｣

(judicial-legalized killings)의 사례도 매우 많다. 여기서 규명하려는 것은 한국전쟁

의 와중에서 이루어진 법률적 학살 및 권력남용형 학살에 대한 법적 처리의 합리

성 및 정당성의 문제이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전쟁이 법치주의의 무조건적 후퇴 내지 유보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료를 섭렵해 볼 때 전쟁이 그야말로 어떤 법도 작동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으며, 인명살상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수조

차 없는 절대적 긴급사유는 오히려 드물었다. 따라서 전시하에서도 대량살상은 전

쟁 자체의 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법적 쟁점(국내법 및 국제법적 쟁점)으로 부각되

었다. 전시 하에서도 정부 및 국회는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능을 회복

했으며, 특히 국회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기록된다. 국회는 권력남용형 학살을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며, 법률적 학살을 완

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 사법부도 법률적 학살의 들러리 노릇만 한 것은 아

니며, 잘못된 재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률적 불법 자체를 시정하기 위

한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제한적 노력만으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

2) 이 점은 박명림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Ⅰ: 결정과 발발(나남출판, 1996) 및 한국전
쟁의 발발과 기원 Ⅱ: 기원과 원인(나남출판, 1996)에서 상세하게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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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지만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남용형 학살 및 법률적 

학살을 둘러싼 정치권력 내부의 갈등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 끝난 지 47년이 되도록 ‘양민’으로 지칭되는 피해대

중을 위한 정치적 신원작업 및 법률적 구제작업도 매우 지지부진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손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이라는 과거청산

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해법으로 나아갔음에 비해3), 정작 그보다 훨씬 더한 비극을 

낳았던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4)에 대해서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

러 있음이 비교된다. 물론 최근 들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

한특별법”5) 및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해결의 단초가 

개방되어 있긴 하다. 

왜 이렇게 과거청산작업이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을까. 아마도 한국전쟁이 남

한과 북한이 각각 체제의 존립근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절대악으로 규정하

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분단체제 형성, 분단국가 형성단

계에서의 ‘원죄’에 해당하는 이들 민간인학살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통상 국가형성단계에서의 원죄는 근대화․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민주주의의 성숙단계, 인권개념의 토착화 단계에 이르면 해결하고 넘

어가야 할 숙제로 등장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원과 구

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50년을 전

후한 민간인학살의 문제를 법적 문제로 취급함은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3) 한인섭,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998, 제2부의  참조. 

4) 김동춘은 ‘양민’학살 대신 ‘민간인’학살이라고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민이란 불순분

자와 대비된 개념인데, 양민이니까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이고, 불순분자는 어떻게 처단

해도 상관없다는 사고가 이런 구분법에 작용할 수 있다. 한국전쟁 전후하여 ‘제주4․3 

관련자’,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형자’ 등의 학살에 대하여 말할 때, 이들은 좌익관련, 

혹은 통비분자 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학살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명국

가에서 국가에 의한 살인은 적법절차를 거쳐, 법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당화의 1차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성향과 평소의 행동

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또다른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그런 견지에서 ‘양민’ 대신 ‘민간

인’(civilian) 학살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정확한 출발점이라 생각된다(김동

춘,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
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2000.6.21.).

5) 법률 제6117호, 신규제정 2000.1.12. 이 법률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제주 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었다.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 선정, 위령사업, 

정부의 입장 표명, 호적등재, 불이익처우금지 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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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의 문제는 북한측, 남한측, 미군 측에서 모두 저질러졌다. 북한 측이 

자행한 남한내의 학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6) 전면전

쟁을 야기한 북한 측이 전투관련 살상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남

하후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7) 하지만 민간인학

살은 그에 그치지 않고 남한 및 미군에 의한 대량살상이 또한 자행되었다. 그러나 

6) 1950.6.25.부터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에서의 집단 피살자 수는 남한정부의 공식추계에 

의할 때 다음과 같다.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에게 가해된 것으로 사망자 244,663명, 

학살자 128,936명, 부상자 229,625명, 행방불명자 303,212명, 납치자 154,532명으로 도합 

10,060,969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하 다.(내무부 치안국, 경찰 십년사, 1958, 265∼266 참

조.) 1951년에 간행된 한 정부자료에 따르면, ‘적치하 3개월간 전국에 걸쳐 피살자 16만 

5천명, 납치자 12만 3천명, 서울 시내만 해서 피살자 9천 5백명, 납치자 4천 2백명이었

다’고 한다.(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1951, A75.). 이 수치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살상을 가했는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군 및 남한군이 북한지역에서 저지른 학살에 대하여는 여러 

북한측의 주장이 나와 있으나(가령 조선노동당출판사, 조선에서의 미국침략자들의 만행
에 관한 문헌집, 1954), 그 문제를 남한정부측에서 취급한 적은 없다. 

7) 강정구는 남한지역에서 북한 측의 살상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분류한다. 먼저 “인민

군의 진주 전후하여 주로 토착 공산세력이나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에 의해 보복차원에

서 우익인사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 재판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즉

자적인 보복학살이었다”. 둘째, “인민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원칙적으로 인민재판 등 재

판에 의한 학살과 북한 법에 따라 반동과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절제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은 그나마 법과 규정에 따른 절제된 학살이었다”. 

셋째, “인민군이 퇴각하는 시점에서는 비록 이승만 정권의 양민학살 정도는 아니지만 

무절제한 학살이 만연하 다 한다. 형무소에 수용된 우익이나 악질반동분자 등이 대거 

학살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만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에 더하여 그는 전쟁 전기

간에 걸쳐, 미군과 남한측의 학살이 북한의 학살보다 훨씬 많았다고 주장한다.(강정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2000.6.21.).)

그의 서술방식 및 관점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인민군에 의한 학살을 어떤 방

식으로든 정당화하는 뉘앙스이다. ‘보복 차원에서’, ‘그나마 절제된 학살’을 언급하며, 무

절제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조차 ‘이승만 정권의 양민학살 정도는 아니지만’ 등의 어법

에서 어떤 종류의 학살은 다른 학살보다 나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

러나 오늘날 양민학살의 문제는 체제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인권개념을 

적용하여 그 당부를 논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보복차원이라는 항

변, 절제된 것이었다는 항변, 누구보다는 덜했다는 항변은 합당한 정당화사유로써의 논

거로서 등장할 수 없다. 

이 중 가장 항변사유로서 성립될 수 있을 법한 ‘법과 규정에 따른 절제된 학살’이란 

논점도 본 논문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국민에 대하여, 좌익과 통비분자라

는 혐의로 ‘법과 규정에 따른’ 처분을 민간인학살로 문제삼고자 하는 본 논문의 관점에

서는, 마찬가지로 우익과 악질반동분자라는 혐의로 ‘법과 규정에 따른’ 처분을 민간인

학살로 같은 차원에서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절제’되었다고 해도 변

함없는 사실이다. 하물며 학살문제는 숫자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가치는 비교교량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량학살의 정당성/부당성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 

따라 나누려는 발상은 용납되기 어렵다. 오늘날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체제갈등의 차원

을 넘어서 인권이라는 보다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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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측 자료에 따를 때 남한 및 미군에 의한 살상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치안조직에 의한 학살 및 관련 민간인들의 각종 보복성 학살에 대해서는 여러 절

규만 무성할 뿐 반세기가 지나도록 체계적인 조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당시의 법령을 재구성함을 통해 민간인학살의 실상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책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로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적 학살로서의 특조령과 부역자재판, 그리고 권력

남용형 학살 및 사형금지법이다. 이 법령들은 6․25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적, 법률적 학살과 처벌의 예를 보여주며, 그러한 학살사례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

회, 법원과 헌법재판기관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시하의 법치주의의 의미, 법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과 

교훈을 검토하면서 과거청산의 법적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Ⅱ.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의 제정 및 집행 

① 6․25의 발발과 함께 한국정부가 행한 첫 법률적 조치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인 ｢非常事態下 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措置令｣(이하 “특조령”이라 약한다)이었다. 

특조령은 전쟁당일인 1950.6․25.일자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

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불의의 전

면남침을 맞아 존망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통상적 입법이 아닌 긴급

명령으로써 대응함은 불가피했으나, 그 법령의 내용이 너무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를 초과했기에 내내 문제가 되었다. 

이 특조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엄중처벌의 원칙이다.

비상사태에 승하여 1.살인 2.방화 3.강간 4.군사․교통․수도․전기와 관공서 기

타 중요시설 및 그에 관한 주요문서 또는 도서의 파괴 및 훼손 5.다량의 군수품 기

타 중요물자의 강취․갈취․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6.형무소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주케 한 행위 등을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3조). 그리고 비상사태에 승하여 

1. 타인의 재물을 강취․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훼손 또

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

한 행위, 4. 관권을 모욕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금원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 자 등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 다. 이 규정들은 전시하의 중

대범죄 및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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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만들어진 법령 중 가장 엄중한 형

벌을 규정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도 포괄적․망라적이어서,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정보제공, 

안내행위, 자진방조행위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적 치하

에서의 적극적 부역은 물론 마지못해 협조한 생활형 부역자들도 엄중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심하게 말하면 ‘도강’(渡江)하지 못하고 적 치하에서 살아가야 

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엄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신속․졸속․약식 처벌의 원칙이다.

본령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기소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 이

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제10조). 이렇듯 초단기간 내에 대량의 재판을 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11조에서는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졸속재판을 가능케 하는 길을 텄다. 

더욱이 이렇게 졸속처리된 판결에 대한 상소도 불가능하 다. 제10조에서는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單審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單獨判事가 행한다’고 규

정해버린 것이다. 가장 중한 처벌을 가장 졸속하게,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전시의 범죄통제 목적을 위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증거재판주의, 심

급제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형

집행이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가능케 할 리 없으며, 여기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살

인’이라 불릴만한 ‘법률적 학살’이 행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가지 살펴볼 것은 특조령의 공포일자와 관련된 의문이다. 특조령이 실제로 제

정․공포된 날짜는 1950년 6월 28일 이후 피난지인 대전에서 다.8) 그럼에도 공식

적인 공포일자를 1950년 6월 25일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공포일자의 소급을 일러 

‘명백히 의도가 있는 기만책’으로 비판하기도 한다.9) 그러나 이를 ‘기만책’이라 곧바

로 공격하기보다는 6월 25일로부터 6월 28일까지의 초유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법

을 제정할 여유가 없었던 탓이라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6월 25일자로 공

8) 서중석은 그에 대한 증빙으로서 유병진 판사의 기술(“본령은 대전 천도시에 성안하여 

공포 실시한 것으로 기억된다”), 무초 주한미대사의 전문, 국방부정훈국의 자료를 인용

한다.(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2000, 678∼679) 보다 직접적인 것은 

김갑수의 증언이다. 그는 1950.6.29. 대전에 도착하 는데, “張暻根 국방차관이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살인, 방화 등 

특정범죄를 비상사태하이니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겠다는 취지

다. 張 차관의 초안을 기초로 심의한 끝에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정했다“고 쓰고 있

다. 김갑수에 따르면 6월 29일에 제정된 셈이다(김갑수, 법창30년, 법정출판사, 1970, 

137쪽). 여기서 확실한 것은 특조령이 1950.6․25.이 아니라 빨라도 1950.6.28. 대전에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9) 서중석, 앞의 책, 67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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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것으로 ｢비상시 법령공포식의 특례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77호)이 있다. 이

는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공포식령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공포는 신

문 또는 라디오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 역

시 특조령과 같은 날짜에 제정․공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법령은 그저 ‘여유없는 탓’으로 보아 넘기기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

사리고 있다. 6월 25일에 공포한 것이라 한다면, 서울시민들은 비상시국하에서 ‘신

문 라디오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이 법령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규범의 수명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법의 부지를 사유로 항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이 점령당하고 ‘신문 라디오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도 서울시민에

게 전달될 수 없었던 6월 28일 이후의 시점에 제정․공포한 법령을, ‘역도’를 격퇴

하고 환도한 후 정부방송을 믿고 잔류했던 시민들에게 적용하려 든다면 형법상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당연히 저촉될 것이다. 아마 공포일을 6월 25일로 한 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주장을 봉쇄하려는 법률가적 간지(奸

智)가 발휘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

② 특조령의 집행

특조령은 1950.9.28. 환도 후 잔류한 시민들10)을 대상으로 하여, ‘부역자처단’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하 다. 여기서 부역자란 ‘적치하에서 혹은 자진하

여 혹은 위협과 강제에 못이겨 逆徒에게 협력한 자’를 말하여, 처단의 목적은 ‘피탈

지역을 수복함과 동시에 이들 부역자에 대한 방침을 확립하여 일면 민족정기를 밝

힘과 동시에 타면 민심의 불안을 진정하도록 할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

고 있었다.11) 

정부는 우선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1951.5.24. 해체될 때까지 부역

자의 체포와 처벌임무를 맡겼다. 이 합수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주로 경찰조직에 

의하여 부역자가 적발․검거되었다.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

해 인지된 부역자의 총수는 최종적으로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가운데 

검거자는 153,825명이고, 자수자는 397,090명이었다.12) 너무나 많은 숫자를 처리하

면서 수사기관은 이들을 대략 이념적 공명자, 반정부감정 포지자, 대세뇌동자, 피동

분자 등으로 분류하여 前2者를 적극분자로 간주하여 엄중처벌을, 後2者를 소극분자

로 간주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13) 그러나 그러한 분류 자체가 매우 모

10) 시민․정치인들의잔류이유 및 상황에 대하여는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잔류’․

‘도강’․‘피난’”, 역사비평, 2000년 여름호, 43∼56 참조. 

11)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앞의 책, A76 참조. 

12)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1990 여름호, 185쪽. 이 수

치는 내무부치안국, 앞의 책, 267쪽에 적시된 검거, 자수인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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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리가 가능했으며, 증거설시 생략 및 초단기간내 처리

방침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분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부역자처

단의 기회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도 ‘반정부감정’을 평소 가졌다고 해서 처단될 

위험성이 기준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심하게 말하면 평소 언행이 반정부적

이었다거나 그렇다고 찍힌 인사들은 전시를 틈탄 무고와 보복감정의 악화 속에서 

희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공산주의자라고 한번 낙인찍힌 인사들은 처단의 

위험성을 피해갈 수 없었다. 

부역자재판의 처리결과는 과연 어떤가. 전시하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내

기 어려웠는지 몰라도 정확한 전국통계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몇몇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부검찰국이 1950.6․25.∼1951.3.31.의 범죄

일람표에는, 특조령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9,458명,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자가 

1,047명이라 밝히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특조령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5,12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육군본부에서 낸 군법회의에 의한 형기별 처리현황 자료를 보

면 1950년에는 사형이라는 극형 및 무기징역이 압도적이며, 1951년 이후에는 전 년

도보다는 점감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14)

부역자검거 및 기소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실제로 담당했다고 하지만, 법령상의 재

판권은 군법회의의 관할이었다. 1950.7.8.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 다. 계엄

13) 내무부치안국, 앞의 책, 268∼269 참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① 이념적 공명자: 공산주의 사상을 이념적으로 공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적극

분자. 거개가 조직계통에 속하는 공산당색이고 가장 악질적으로 행동한 자들이다. 

② 반정부 감정포지자: 공산주의를 신봉치 않으나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不備와 불평

을 가진 자는 막연히 기존조직의 변혁을 희구하 던 것인만큼 6․25전란과 같은 비

상사태에 있어서 돌발적인 파괴세력에 가담한 분자와 소극적으로 행동한 분자로 양

분할 수 있다. 

③ 대세뇌동자: 공산주의를 공명할 판단력도 없고 반정부 감정도 없으나 소련이 강대

하다고 盲斷하여 일시적인 대세에 부화뇌동하여 부역한 자. 소극분자로 규정된다.

④ 피동분자: 그릇된 개인사상으로 소아적 견지에서 일신의 명철 보신을 도모하여 기

회에 편승하는 자들이 강압 밑에 不本意 내지 피동적으로 부역한 자. 소극분자에 

속한다. 

14) 군법회의의 처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는 육군본부, 법무50년사, 1998(?), 173.

1950년: 사형 1902, 무기 408, 1년이상 1672, 1년미만 283, 기타 33, 무죄 591.

1951년: 사형 925, 무기 291, 1년이상 2988, 1년미만 1559, 기타 184, 무죄 1403.

1952년: 사형 559, 무기 136, 1년이상 3718, 1년미만 2976, 기타 255, 무죄 1268.

1953년: 사형 180, 무기 62, 1년이상 1604, 1년미만 4954, 기타 424, 무죄 237.

이 수치가 재판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재판결과에 대

한 한 패턴을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다. 사형은 1950년에 가장 높고 이후 

점감하고 있으며, 무기형도 마찬가지다. 반면 1년미만의 징역형은 급속하게 늘고 있으

며 무죄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1950년 군법회의 재판의 지나침을 알 수 있으며, 단심

제와 신속한 처형을 통해 그 지나침을 시정할 기회도 놓쳐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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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전역’이었다. 그러다가 1950.7.20.에 

이르러 계엄선포의 범위는 ‘남한전역’으로 확장되었다. 그에 따라 계엄선포지역 내

에서는 군법회의에 일차적 관할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1950.7.26. 선포된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령, 긴급명령 제5호)에 따르면, 계엄선포지역 

내의 고등군법회의는 장교 3인 이상의 심판관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제2조)고 규정하 다. 

또한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검사로 하여금 군검

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제3조)고 규정하 다. 다시 말해 계엄선포지역에

서는 군법회의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인인 판사와 검사가 군법무관 및 군검찰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이 통상재판 및 통상의 검찰업무를 압

도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인인 판사들이 군법회의에 파견되었고, 

검찰업무는 앞서 말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15) 이러한 상황은 비상계엄

이 해제되고, 남한의 대부분의 지역에 경비계엄으로 대체된 이후16)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계속되었다. 

Ⅲ. 국회의 견제(Ⅰ): 附逆行爲特別處理法의 제정 및 개폐

국회는 남하 중이던 1950.7.29. ‘시국의 긴박성과 비상사태 중의 범죄처결상 불가

피한 것으로 인정’하여 초당파적 견지에서 대통령이 전쟁 직후 공포한 특조령을 비

롯한 긴급명령을 승인하 다. 하지만 동 특조령의 위헌성 및 불비점을 지적하고 수

정동의를 거쳐 가결하 다.17) 그러면서도 수도 후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의 총

15) 유병진 판사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9월 18일 우리의 수도 서울을 탈

환하자 모든 수사기관에서는 부역자의 일제 검거에 착수하 다. 우선 서울시만 하더라

도 불과 1개월 간에 1만여건이나 검거하 으며 동시 이에 대한 군법회의의 심판도 시

작되었다. 서울시에 있어서의 군법회의는 계엄중앙고등군법회의와 서울지구계엄고등군

법회의의 2개가 있었다. 당시 비상계엄 하이었던 관계로 동 부역자 처리는 군법회의에

서 모다 담당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군법회의가 시작되자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이에 협

력하기 위하여 판사 8명까지 이에 파견하여 전적으로 동 군법회의에 관여 후원하게 하

다. 그러나 前示와 如히 폭주한 사건을 2개의 군법회의에서 단시일내에 모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역자 중 중한 자만을 군법회의에서 처리하고 비교적 경미한 것

만은 재판소에서 이를 처리하게 하 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부역자처리라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유병진, 재판관의 고민, 서울고시학회, 1957, 22∼23쪽) 

16) 1950.11.7. ‘비상계엄해제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1950.7.8 및 1950.7.20.일자로 공포된 비

상계엄이 해제되었다. 대신 같은 날짜로 공포된 ‘계엄선포에 관한 건’을 통해 제주도, 

경상남도 중 일부, 경상북도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남한전역 및 북한전역(38도선 이남)

에 경비계엄이 시행되었다.

17) 정부는 특조령 등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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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겸 국방부장관이던 신성모와 국회의원(김준태)을 불법체포한 자의 파면결의를 

하 다. 그러던 중 전세가 호전되어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역이 수복되고 점차 정

상적인 행정과 사법이 부활됨에 따라 부역자처벌에 대한 논의에 나서게 되었다. 국

회의 기본적 입장은 ‘역도에게 협력한 자 즉 부역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민족정기

를 밝힘과 동시에 민심의 불안을 진정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

다.18) 

국회는 특조령 및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졸속적 처벌에 반대하여 법제사법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 두 법령의 적용을 제한적이나마 통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 다. 1950.9.17. 법사위는 임시국회 제24차 본회의에 ｢附逆行爲特別處理法案

｣ 및 ｢私刑禁止法案｣을 제안하 다.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하 “부역행위법”이라 약

한다)은 축조심의 끝에 약간의 수정안이 입안되어 1950.9.2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다.19) 이 법안은 ‘逆徒(북한집단)가 침범한 지역에서 그 침범기간 중 역도

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특별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하

고 있다. 그 법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의 경감․면제이다. 

국가보안법 및 특조령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에서 1.역도의 압력으로 정치적 

이용을 당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2.다수민중을 구하는 애족적 행위가 

현저한 자, 3.군인, 경찰관, 일반공무원, 애국단체원 기타 역도가 수사중에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을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써 역도의 박해를 면케 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자수한 자 등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2조). 

다시 말해 죄를 범했더라도 충분히 참작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처벌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두 법령을 위반한 자 중에서 1.단순히 부화수행

한 자, 2.학교, 공장, 회사 등 직장에서 단순히 그 직무를 수행한 자, 3.역도가 조직

한 단체에 단순히 가입함에 그친 자 등은 그 형을 면제한다(제3조). 이는 매우 경

정하여 재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송부일자를 1950.6․25.로 적시했으나, 

국회는 “동 일자는 국회 폐회중”이므로 “이 일자는 정부의 착오로 인정되므로 이를 정

정할 것”. △본건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명령임에도 정부제출서류에는 승인요구 없이 

다만 통지하는 데 그친 것은 문서상의 착오이므로 이를 정정할 것 등이다. 정부는 

1950.6․25.일자로 분식하려 하고, 단지 긴급명령에 대하여는 국회통지만으로 충분하다

는 사고에 대하여 국회가 견제한 것이다. 그 의결에 따라 특조령 등은 즉시 정부에 반

송되었으며, 정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수정하여 재제출함에 따라 국회가 본건을 재상정

하여 재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 다.(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 373쪽) 전황 

중의 급박성에도 불구하고, 즉각 위헌사항과 불비점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 

태도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18)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건국십년지, 1956, 219쪽.

19) 연정은, “제2대 국회내 공화구락부―원내자유당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7,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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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거나 일상적 활동을 함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불처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적지

에 잔류하게 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위 두 법령 위반자를 특별히 심사하기 위해 附逆行爲特別審査委員會를 설

치․운 하자는 것이다. 

특조령 상의 군․검․경 합동수사부가 어떤 법령상의 근거 없이 설치된 데 반해, 

동 위원회는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갖도록 의도되었다. 이 위원회 중 중앙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제5조). 이 위원회는 위 두 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관하여 심사하

고, 검찰기관에 회부 여하를 결정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범죄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결과 검찰기관에 회부하지 않

기로 결정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 다. 요컨대 이 법령

의 적법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위원회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한 것

이었다. 국회의 적극적 개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신속처리의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범죄에 관하여 혐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4

시간 이내에 소관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소관 심사위원회는 그 보고를 받

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심사, 불구속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7조). 더

욱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이다. 즉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범죄에 대

한 공소기간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90일로 한정함으로써(제14조), 부역자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한 법적․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던 것

이다. 특조령이 엄격처벌, 졸속처벌을 기하 다면 부역행위법은 상대적으로 관대․

신속한 처벌을 꾀한 것이며, 적법성의 보장장치를 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 법률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 다. 거부사유는 △심

사위원회가 피의자의 구속, 수사, 기소의 결정권을 갖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로서 검

찰기관을 보조기구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특히 국회가 그 위원의 일부를 선임하

는 것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검찰관이 되는 법률 및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부역자에 대해서는 군․경찰․검찰이 합동해 독단이나 편파적 

처리 등 과오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950년 11월 말까지는 사건처리를 끝내 

민심을 안정시킬 계획이므로 정부의 처리에 맡겨달라는 것이었다.20) 

그러나 국회는 1950.11.13.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재심을 요청해온 부역행위법을 

재적 144명 중 128 대 2의 압도적 찬성으로 정부의 재심을 거부하여 법률로써 확

정하여 1950.12.1. 공포하 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 법률을 시행할 의지가 없

20) 연정은, 위의 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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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 형의 경감․면제에 대한 부역행위법의 규정은 재판규범으로 작용했지만, 정

부의 시행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작동될 특별심사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

다. 국회는 국회에서 선임할 심사위원 5인을 선출했지만21)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

기로 되어 있는 5인의 심사위원을 임명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비협조로 인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조차 없었다. 도리어 정부는 다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중개정법

률안을 제출하 다. 그 요지는 동법 ‘제4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한다’는 것과 제14조

의 공포일을 ‘犯罪地의 收復日’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검찰

청 외에 또 하나의 특별검사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옥상옥’이라는 취지와 함께 ‘위원

회의 조직에는 실제상 장기일을 요할 것이므로 사건처리에 큰 곤란을 초래할 것’이

므로 특별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요지 다.22) 그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로써 확정되었

는데도 정부당국이 임명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왜 시행하지 않았는가’ 등의 추궁

(이재형 의원)이 있었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

능하게 되어버렸음을 자인하기도 하 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법률안 중 공포일 규

정의 개정은 받아들 지만, 특별위원회의 폐지안은 수용하지 않았다.23)

어쨌든 정부는 특조령에 따른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그대로 존치시켜 부역

자처벌을 여전히 담당하도록 했다. 부역행위법 상의 특별심사위원회는 1950.12.25. 

제5차 본회의에서 폐지되었다24)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관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의 지휘하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협조를 위해 인력을 파견한 것이다. 전체

적으로는 군의 주도권이 불가피했으며, 업무방침에 관련된 내부 마찰이 적지 않아 

1951년 초에 이르러 검찰 및 경찰은 원직복귀하 다. 1951.4.29. 국회에서는 김종순 

의원 외 28명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해체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 결의

안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설립된 합동수사본부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며 설령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 기관을 인정한다 해도 동 기관

이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일탈한 월권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이제…하나의 독립된 관청화하는 등의 폐단이 많으므로 이를 해체

하여 일반 범죄는 검찰 및 경찰에, 군관계 범죄는 군수사기관에 각각 이양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며 아울러 인권유린의 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동수사

본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 다.25) 이 결의안은 계엄해제결의안과 함께 1951.5.2. 

21) 국회는 국회에서 선임할 위원 5인을 김종열, 김웅권, 김준연, 박승하, 양우정 의원을 선

출하 다. 제56차 회의, 제8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8호, 국회사무처, 2쪽.

22)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차, 2쪽

23) 1951.1.18 법률 제174호.

24) 박원순, 183쪽.

25) ‘합동수사본부해체에관한결의안’은 1951.5.2.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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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가결(가 94표, 부 1표)되었다. 이렇게 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합동수사본부는 1951.5.23. 해체식이 거행되었다.26) 

둘째, 부역행위법에 따르면 부역행위 처벌에 대한 공소기간은 본법의 공포일로부

터 90일로 하 으므로(제14조) 적어도 1951.3.1.에 이르면 특조령 및 부역행위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收復日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국회는 1951.1.18.일자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중개정법

률｣을 공포하 다. 그에 따르면 ‘犯罪地의 收復日’을 기준으로 90일을 공소기간으로 

개정하 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조령은 [수복일+90일]이 지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폐지법률과 마찬가지의 死法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후에도 특조령에 따른 기소를 하 고, 법

원은 공소시효를 쟁점화하지 않은 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

난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불법재판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

다.

셋째,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조항은 군사재판의 관할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규

정이었다. 제15조는 ‘본법에 의한 범죄 처리에는 전투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除한 外에 軍機關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6조는 ‘본법

은 계엄지역 내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법문의 취지는 

군사적 필요가 절실한 경우 이외에는 ‘보통 검찰청과 재판소로 하여금 그 사건 처

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한 개인이 군기관에서 처리되느냐 민간 법률기관에

서 처리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내포하기에 가능한 보통 검찰청과 법원의 관여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27)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방

경비법 제32조를 적용해서 계엄군법회의에서 처리하고 있었던 까닭에 부역자법 제

15조, 제16조의 취지는 ‘무시’당했다.28)

요컨대 부역행위법은 △형량의 감경, △공소기간의 단축 등에서 제한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수사․기소․재판에서 적법성 보장의 장치로 도입된 △특별위원회, △

군법회의의 관할권 배제 등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그것은 물론 이승만 정부의 

앞의 책, 457쪽.

26) 서병조, 주권자의 증언―한국대의정치사, 1963, 99쪽.

27) 이 점에 대하여는 엄상섭 의원에 의해 정확히 지적되고 있다.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

기록, 제5차, 6쪽.

28) 그에 대해 법무부차관은 국회답변에서 ‘민간인일지라도 국방경비법 제32조에 해당되어 

그 조문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군에 의해서 처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석’하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부역자법 제15조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

하고 있다. 제10회 국회정기회속기록, 제5차, 6쪽. 그러나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볼 때, 

그리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해석은 당

시에도 지지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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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 내지 무시 탓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역행위법과 특조령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부역행위법은 특

조령의 형량, 적용주체, 적용기간, 적용범위 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 신법이었다. 

그리고 공소기간이 지나면 특조령 자체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

며, 그 경우 특조령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고 오직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

한 처벌만 가능하게 됨이 법률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가 선호했던 특조령은 국회의 의지가 집약된 부역행위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역행위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것이다. 

부역행위법은 ｢부역행위특별처리법폐지에관한법률｣의 형태로 1952.4.3. 폐지되었

다. 폐지이유로는 ‘90일의 공소시효가 소멸되었고, 남한 전체가 거의 수복된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범법자에 대하여는 일반 형법

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29) 이 법률

안이 제출되었을 때, 국회에서는 동 법의 폐지와 특조령과의 관계가 심각히 문제되

었다. 윤길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0)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을 … 폐지해가지고는 一般刑法이나 國家保安法에 의해서 보통

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설명이 계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것은 … (그

렇게) 처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겠지마는 문제는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이라는 

그러한 긴급명령이 … 지금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 법을 

폐지함에 있어서는 그 先行條件으로써 (특조령을: 필자) …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토의해야 할 줄로 생각해서 …

그에 대해 폐지법률을 제안한 측은 ‘두 법률 사이에는 아무 특별한 관련성이 없’

는데다, 부역행위법에서 ‘공소시효 90일’을 지낸지 1년이 넘었고 때문에 사법운 상 

혼란만 준다는 점에서 폐지가 옳다는 의견(변진갑 의원)을 펴고 있다. 동시처리해야 

하기에 폐지법안의 보류동의에 찬성의견이 재석의원 108명 중 可에 54표, 否 1표로 

未決處理되었고,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재석 108명 중 可에 63표, 否 1표로 가결되었

다. 부역행위법이 폐기되고 특조령만 남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과연 형법, 국가보안

법, 특조령 중 어느 법이 적용될지는 법원의 재판에 달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

이 특조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조령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와 같이 특조령이 만들어낸 ‘인권유린 작폐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강력한 

노력은 이승만 정권의 체계적인 무시와 방해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이승만 정권의 인명경시와 적법성 무시라는 개탄할 만한 현상에 못지 

29)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7, 21∼22쪽.

30) 제1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2차,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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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전시하에서도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견지하려 애썼던 제2대 국회

의 노력은 대단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Ⅳ. 국회의 견제(Ⅱ): 특조령의 개정 및 폐지의 노력

① 특조령에 대한 국회의 또다른 견제노력은 특조령의 개정이었다. 1950.11.23. 

국회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당일로 

가결, 통과시켰다.31)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 으나, 국회는 

1951.1.18. 재적 124명 중 可 115표, 否 1표로 원안대로 통과시켰고32), 정부는 

1951.1.30. 동 법률을 공포하 다.

이 개정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조령 상의 법정형을 완화하 다. 제3조에 ‘사형’으로만 규정되었던 것을 

‘사형․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하 으며, 제4조에 ‘사형․무기 또

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형․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크게 완화하 다.

둘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再審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원래 특조령 

상의 심리는 單審으로 한다(제9조)고 하고 있는데, 그로써는 무고한 처벌이나 지나

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고 冤罪를 양산했다. 그에 대해 개정법률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及 피고인이 속하는 家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

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支院 合議部에 再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단심제의 결함을 상소에 준하는 재심판 절차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법률에 대한 異議와 함께 再議를 요구하 다. 정부는 법정

형의 완화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하나, 제9조(단심제 규정)에 대하여는 재

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죄에 대해 재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어서 인권옹호에 

소루함이 없기를 기하자는 취지는 존중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3)

1. 재판은 일반론적으로 1審制보다는 2심 내지 3심제에, 또 단독판사의 심판보다는 

31) 이 법률안은 원래 서울변호사회에서 요구가 있었다. 재석의원 111인, 가에 85표 부에 1

표로 가결되었다. 제8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8호, 국회사무처, 15-16쪽.

32) 연정은, 위의 논문, 27-28쪽.

33)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국회사무처,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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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판사에 의한 合議審制에 보다 더 적정 공평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의 일

이고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하의 사정을 보건대 6․25사변 전에 

비하야 사건수는 수배로 증가된 데 반하야 판사의 員數는 거의 반감되어 판사 1인에 

대한 사건부담율은 과중하게 되어서 판사 전원으로써 본법에 의한 사건을 재판하는 

현재에 있어서도 심리판결에는 기한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심리하여 나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며 원수에 제한이 있

는 판사를 갑자기 확충할 수도 없는 부득이한 현상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를 재심제로 하여 적은 원수의 판사를 다시 原審部와 再審部로 나누는 것

은 판사의 부담율을 많게 하여 粗忽한 판결을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다. 혹은 粗忽한 

재판일지라도 2심제로 함으로써 적정공평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있을지

도 모르나 재심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人員不足과 期間制約的으로써 충분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粗忍 不盡한 심판은 幾回를 거듭할 지라도 진실을 파악하지 못

할 것이므로 인권옹호를 염원하여 한 본 개정은 오히려 인권을 粗忽히 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

2. … 현하 인원부족 관계로 사실상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支院이 허다하며 …

3. 본 법률에 관한 범죄와 같은 것은 조속한 결말을 얻음으로써 一般的 警戒에 많

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 바 2심제로 하여 판결을 지연시키어 

많은 시일을 요하게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으로도 좋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정부의 입장은 판사의 정원부족, 시간제약으로 심급제와 충분한 심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며, 어차피 적정공평한 재판을 기할 수 없는 현

실임을 자인하는 바탕 위에서 현실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 법의 취지가 인

권옹호가 아니라 일반적 경계효과를 도모하는 데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실로 사법

행정 편의주의와 전시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 정도는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 이승만 정권의 인명경시적 사고34)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정부로서도 형량의 가혹함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점에 대한 일부 양

보를 보여주는 점은 인정된다.

그에 대해 국회에서는 정부의 再議 요구에 대하여 즉각 표결로써 原案을 통과시

키는 것으로 대응하 다. 윤길중 의원에 의해 대표된 국회의 관점은 ‘재판을 단심제

로 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기본관점에 의거하여 특조령이 ‘비상시기에 난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방편적으로 이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비상사태가 끝나면 

34) 서중석, 앞의 책, 686∼692쪽에서는 이승만의 인명경시적 사고를 ‘권력을 위해서는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반대파를 적으로 보는 정신구조, 법치주의(감각)의 결

여’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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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되었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판사수의 부족을 들어 반

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헌법을 

모독’하는 것으로 주장하 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관청중심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조령의 폐지가 아닌 개정안 자체

가 ‘여러 모순점과 석연치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차선적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도 

이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견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35)

②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는 1952.6.5. 특조령 자체의 폐지안을 가결시키게 된다. 

먼저 변진갑 의원외 10인의 이름으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법률안은 단지 동 특조령을 ‘폐지한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비상사태하의범죄

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이라는 보다 체

계적인 대안이었다. 그 법안에는 특조령 폐지, 특조령 위반으로 繫屬중인 형사사건

에 관한 수속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할 것을 규정하 다. 특기할 것은 再審判 

청구를 허용하고 그 청구기간은 본법 실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었다. 특조령이 적용된 사건의 형이 너무 가혹한 경우, 단심제 재판의 문제

점, 졸속재판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을 너무나 유린해버리는 대통령령’

의 폐지는 ‘만시지탄’이라는 논조 다. 법사위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在席員 95인 

중 可에 86표 否 0표로 가결되었다.36)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1952.6.20일자로 이 법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

하 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하 다. 그에 대해 국회는 재의결

을 거쳐 동 법안을 1952.6.30.일자로 법률로 확정시켰다.37) 

이렇게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정부를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있다가 1960년 4․

19 이후 1960.10.13일자, 법률 제559호로 이를 공포하 다. 그러면 1952.6.30.부터 

1960.10.13. 사이에는 특조령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1960년대 이전까지의 헌법에서

는 ‘재의의 결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5)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국회사무처, 제9차.

36) 제1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1차, 4-5쪽.

37) 이 날짜는 서중석, 앞의 책, 681쪽에서 뽑은 것이다. 대한민국국회 민의원사무처, 국회
십년지, 1958, 247쪽에는 재의 사실 및 법률확정일자가 나와 있는데, 단기 4286.5.30.으

로 되어 있다. 단기 4285.6.30.과 비교해보면 5.와 6.을 혼동해버린 것이 발견된다. 그러

나 대한민국법률연혁집 7, 32-2를 보면 1952.6.30.의 법안은 아무 언급이 없으며, 단지 

1960.10.13.일자, 법률 제559호로 같은 제명의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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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헌법 제40조)고 규정하 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위반이며, 대통령의 공포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38)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동 법률의 실효성을 드러낼 

자료는 모든 사건에 대한 再審判 請求의 가능성의 현실화 여부인데, 그에 대한 판

단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다만 1960년에 법률을 공포했던 

것을 보면, 이 특조령은 법률로써 폐지된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참으로 기이한 결론

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9) 설상가상인 것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

사정권은 1961.8.7. 법률 제673호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 

동법에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재심청구권을 규정한 5개 조문을 

삭제해 버렸다고 한다.40) 재심판청구 기간(60일)도 종료되었는데 이를 다시 ‘개정’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Ⅴ. 부역자재판과 재판관의 고민

앞서 보았듯이, 특조령으로서는 도저히 인권이나 재판의 실질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한 악법 하에서 대규모의 법률적 학살이 불가피하게 저

질러졌고, 군법회의 법무관 및 그에 차출되어간 민간법원 판사들은 사법살인

(judicial killing)의 최종 재결자 다. 아무리 전시하라고 해도, 그래도 재판의 이름

을 걸고 하는 행위임에도 원천적으로 치유불가능한 결함을 갖고 있는 법령을 ‘양심’

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부역자재판의 처벌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증언을 참고할 수 있다. 기억에만 의

존한 까닭에 개개 증언이 모든 부분에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증언들은 모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독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0월 10일께 부산에서 올라와 현 서울지방법원 신관 자리에 군법회의를 개

정했어요. 그 때 군법회의는 검찰관 7,8명과 재판장과 법무관 4,5명이 나와서 단심제

의 합의재판 형식을 취했어요. 하루에 1백건 이상을 기소 판결했습니다. 현재의 즉결

38)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100-104쪽.

39) 1958년의 정부자료를 보면, “현금에 있어서는 일부 도피분자를 제외하고는 동법(특조

령: 필자) 적용이 전무한 상태이기는 하나…”(내무부치안국, 앞의 책, 268쪽)라는 표현

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특조령은 1950년대 후반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말해 특조령은 아직 살아있었던 셈이다. 

40)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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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비슷한 약식 재판이었어요. 합동수사본부에서 넘어온 부역자들을 복도에 쭉 

세워놓고 조서내용을 심리했어요.…부역자에 대한 증거 입증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

다. 서로들 나와서 증인이 되려고 했으니까요. 어떤 때는 하루에 3백건도 처리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위원회나 동맹의 長 자리에 있던 부역자들은 무조건 사형을 구

형하기로 방침을 세웠어요. 노인이나 미성년자들은 대개 정상을 참작해서 불기소 처

분했고요. 하루의 판결건수의 5분의 1 정도가 사형을 받았습니다.…부역자들에 대한 

언도가 내리면 명단과 형량을 정리해서 심사과에 넘겨 조서 내용과 확인 대조케 하고 

심사 상관인 참모총장의 조치와 국방장관의 최종 결재를 얻어 확정했어요. 이렇게 신

중을 기한 거지요. 다만 평상시의 軍裁처럼 충분한 사실심리나 증인심문을 하지 못한 

흠은 있었지만요.41)

나는 10월 1일에 서울에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 경인 지구 계엄사령관 이준식 준장

과 각 형무소와 경찰서를 돌아보았어요. 이때 벌써 1만 5천여명의 부역자들이 수감돼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 방공호 속에도 넣어놓았어요. …나는 법무부장으로서 국립도서

관 옆의 옛 동양통신사 자리에 사무실을 정하고 軍法會議를 개정했습니다.…우선 민

간인 판․검사 30명의 지원을 받아 재판부를 구성했지요. …대체로 합동수사본부에서 

우리 쪽에 부역자를 넘겼고, 경찰과 헌병대에서 다룬 부역자들은 육군중앙고등군법회

의로 넘겼어요. …이때 사형수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서울서 형집행을 모두 하지 

못하고 인천항을 거쳐 배로 마산형무소에 수감했어요. 이때 마산으로 이감된 부역 사

형수가 3백여명 됩니다.…1․4후퇴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령으로 10년이하의 

부역수들은 모두 석방토록 했어요.42)

9․28 수복 때부터 1․4후퇴까지 3개월간 군법회의에서 부역자 처리를 할 때는, 국

가의 초비상시기로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기소유예나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범죄도 5년 정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군법회의 검찰부로 송

치해온 소위 A급 부역자들은 다시 ABCDE의 5급으로 세분해 처리했어요. DE는 지

검으로 이송하고 ABC급만 군법회의에 붙 지요. 軍裁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모두 계

엄사령관의 확인을 받아 사형이 집행됐어요. 사형확인을 못받은 일은 없었어요. 어느 

분은 A급 중 50명∼1백명선이 사형을 받은 것으로 말합디다만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

다. B급은 5년 이상 15년까지의 해당자 고 C급은 그 이하인데, 불가피하게 부역했다

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컸지만 결과가 처벌을 안할 수 없는 범죄자 어요.43) 

이와 같이 부역자들은 사건이 중대할수록 군법회의에 의하여 약식으로 중형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인명이 사형당했으며 또 장기형의 복역을 받아야 했

41) 이용석(당시 육본 법무감실 검찰과 법무관・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 검찰관・중령), 민
족의 증언 3, 중앙일보사, 1983, 143쪽.

42) 김종만(당시 전국계엄사령부 법무부장 중령・예비역 육군대령), 위의 책, 143-144쪽.

43) 최 환(당시 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과장 소령), 위의 책,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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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2개소의 군법회의로써 짧은 시간내에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기에 비

교적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법관들로서는, 군법회의 

판사와는 또 다르게, 법률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역자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의 고민에 대하여는 유병진 판사가 참으로 귀중한 기록을 남

겼으므로 그에 의거하여 재판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부역자재판과 그의 근거가 되는 특조령에 대한 법적 인식의 측면을 유병진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44)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재판이라고 하려면 充分한 審理를 하여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요, 둘째로 극형조치만이 이에 타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확신없는 형식적 심리만을 거쳐서 일률적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것은 재판이 아니요, 이는 일종의 行政措置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만일 법원으로서 

한발자욱 그 처리를 그릇친다면 재판사상의 일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요, 따라서 

법관된 자 그 처리의 중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본건 처리는 지방법원의 單獨判事가 하며 單審制度이다. 그런데 원래 재판

이란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원칙으로 3인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다. 그러나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성보다도 신속성이 한층 더 요청되는 까닭으로 

단일체의 판사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었으며 …불복제도를 용인치 않는 單審制度가 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그 판결을 내린 후는 그것이 설령 부당한 판

결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판사 자신이 이를 시정 못함은 물론 피고인도 그 불복의 방도

가 전연 없는 만큼…우리는 일찍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러한 絶對權에 일종의 전율

감마저 느꼈던 것이다. 

이같은 법관의 합리적 법률관과는 달리 특조령재판은 ‘엄혹한 법에 비등된 여론’

에 의해 압도당했음을 유병진은 술회한다.45) ‘그 법은 가차없는 중형 내지 극형을 

요구하 고 여론 그것은 부역자는 종자를 말리워 버린다고 외치는…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병진에 따르면, 이같은 재판은 △현실 내지 사회

적 사실을 무시한 것이었고,46) △여론의 압력도 ‘흥분에 싸인 過酷한 부르짖음’이었

으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하면서 그 법을 통하여 ‘도리어 민족을 

44) 유병진, “재판관의 고민-부역자처벌에 관하여-”, 신태양, 제6권 7호, 신태양사, 1957, 

85-86쪽.

45) 이하의 ‘ ’ 인용구는 유병진의 저서 재판관의 고민, 서울고시학회, 1957 및 “재판관의 

고민-부역자처벌에 관하여”, 신태양, 제6권 7호, 1957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46) 이 점과 관련하여 유병진의 학문적 관심이 현실주의 법학 및 자유법운동에 기울어져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병진,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 법정, 제7권 5호, 

1952.6.; 유병진, “법과 현실”, 법정, 제7권 1호, 1952.1. 참조. 최종고, “양심의 화신 판사 

유병진”, 한국의 법률가상, 길안사, 1995, 489-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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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것이었다. 사회적 사실과 민족애에 반하는 이러한 과도한 법령과 過酷한 여

론에 대항하여 재판관으로서 ‘용기와 결단’을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

다. 재판관마저도 ‘빨갱이 판사의 낙인’과 여론이 조장하는 ‘공포심’을 의식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더욱이 엄연한 실정법을 앞에 두고 다른 방식으로 우회의 길을 찾는 

것도 ‘재판관으로서 한 규범의 창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 사회

적 압력은 물론 법률내재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고민 앞에 놓인 것이다. ‘진실

로 법률의 노예가 될 지경’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판사의 직에서 떠나버려야 한다’

는 상황 속에서 재판해야 했던 괴로움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특조령 그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법률상의 여러 가지의 의문을 

내포’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뚜렷히 인지한 유병진에게도 현실적인 판결내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極刑과 超重刑’일 수밖에 없었다.47) 다만 유병진은 자신의 고민

이 서린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고 있어,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특조령의 문제점

과 법관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48)

[사례 1] 홍안소년의 심부름 사례

만 14세를 초과한 지 불과 4개월에 지나지 않는 紅顔少年이 특조령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 그의 혐의는 괴뢰군이 입성하자 소위 내무서에 근무하며 제반사무를 조력하

고 내무서원에게 우익인사의 가옥을 안내하여 동인들을 살해케 한 것이라는 점이었

다. 소년은 그냥 내무서에서 심부름을 하 던 데 지나지 않으며 누구 집이 어디냐고 

묻기에 그 집을 가르쳐 주었을 뿐 살해할 어떤 마음도 있을 리 없다는 정황이었다. 

그에 대해 유병진은 이 소년이 ‘형사책임의 연령은 초과했지만 민족인식이란 요구할 

수 없는’ 정도의 연령이어서 민족의식을 몰각했다는 부역죄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적 시비판단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민족의식의 능력은 없다고 판단하여 무

죄를 선고하 다.

[사례 2] 청소년의 경미한 절도사례

17․8세 되는 두 중학생은 1950.6.28. ‘빨갱이들이 털고 간 경찰책임자의 집’에 열

린 문으로 들어가 몇가지 ‘찌끄레기’ 물건을 가져온 것이다. 행위 자체를 볼 때는 절

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비상사태를 편승한 행위인 만큼 특조령의 적용을 받

게 된다. 그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더라도 징역 10년에 처할 사건이 되어버린다. 그

러나 유병진이 보기엔 ‘그 중형을 과하기에는 너무나 큰 법과 현실과의 간격을 느끼

지 않을 수 없고’ 이때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판사를 ‘법률의 노예’로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 유병진은 ‘무모하게

도 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유병진은 ‘그것을 정당

47) 유병진, 위 논문, 1957, 90쪽.

48) 아래 사례들은 유병진의 논문 및 저서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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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아무 이론도 있을 수야 없다’고 하면서 ‘다만 단심제를 방패로’ 무죄를 어붙

인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을 무시한 판사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그렇

게 무시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超重刑의 법령 자체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느끼지 않

을 수 없다.

[사례 3] 애매한 고자 사례

동 인민위원장의 처 甲과 내무서원의 처 乙은 警衛 丙을 고하여 공산군에게 피

살당하게 하 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 그러나 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

었고 의심쩍은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증언에 불과한 것을 조서상으로는 확실한 목격

증언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주민탐문을 통한 조사, 현장검증 등을 해보니 목격이 불

가능한 가옥구조 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하여 당연히 무죄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피고인들은 탐문조사와 현장검증까지 직권으로 수행한 훌륭한 재판관을 만나 확실

한 반대증거 앞에서 무죄를 받은데 불과하다. 증거설시를 생략하고, 초단기간 내에 이

루어진 단심재판 앞에서는 온갖 ‘모략 중상 혹은 수사기관의 중대한 과실’49)이 극형과 

초중형의 기초사실이 되었던 것이다. 

[사례 4] 부역행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특조령에 비하면 악법이라 불리우던 국가보안법은 차라리 괜찮은 법에 속했다. 비

상조치령 중 부역죄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음을 주목하

여 유병진은 당연히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이 

특조령을 적용하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비공식적 

방법’을 채택하 다. 이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부역자에게 ‘빨갱이의 탈’을 씌움을 의미하

는 문제점을 아울러 안고 있기도 하 다. 그러나 그에 대해 검사들이 控訴함으로써 

이 방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유병진은 한가지 사실을 놓고 ‘무죄로부터 

집행유예에, 다시 무죄로’ 돌아가야 했다고 술회한다.

[사례 5] 기대가능성의 논리

부역범들 중에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부역을 한 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그냥 관대히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인 해결

책은 없는 것일까. ‘강압적인 정치에 피신치 못한 몸, 그러고 보면 逆徒들에 대한 最

小限度의 協力은 불가피한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그 

不行爲를 즉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이오, 따라서 그 최소

49)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부역이라는 문 앞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겐자이 장사를 소

위 그들 인민위원회 서기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동 여맹위원장의 추대를 한사코 거

부한 후 3개월간 방에만 들어앉았던 과거의 保聯員을 官製 여맹위원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모 국회푸락치 의원의 처로 하여금 그 남편의 내조

자라 하여 빨갱이 탈을 씌워도 놓고…’하는 식의 조작이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유

병진, 위의 책,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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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의 행위에 대하여 그 犯意를 인정하여 이를 문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

대가능성론은 1950년대 초반까지 ‘아직 실용적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던’ 것

이 법학계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병진은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각 개인에

게 不能의 强制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부역자재판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

기 위한) ‘부분적인 역사’로부터 ‘기대가능성론의 새로운 등장’을 역설하고 있다. 유병

진에 따르면 기대가능성론을 받아들일 때 판결문은 ‘피고인은 …을 하여서 역도에게 

협력한’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그러나 …에 의하면 동 행위는 당시 역도들의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인 즉 피고인에게 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오’라 하여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벗어나는 ‘回避라는 橫路’를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50)

그러나 그 ‘回避라는 橫路’는 1953년 제정형법에서 ‘立法이란 正路’를 통해 타개

책을 얻게 된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51)가 그것이다. 형법제정에 앞장선 엄상

섭 의원에 따르면, 이 조항이 ‘행위자의 억울한 사정을 형법의 세계에서도 참작하여 

국민에게 원한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니, 종전의 형법에 비하여 민주화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요된 행위를 처벌 않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사회의 형법의 한 증거가 되며, 개인의 자유를 경시 내지 부정하려는 처지에서

는 이런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다. 엄상섭은 아울러 이 조항의 필요성을 

예시하는 사례로서 ‘공비출몰지방에서 부득이하게 의식을 제공한 被威脅者’를 처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52) 

이같은 입법취지는 곧이어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그대로 반 된다. 부역자 등의 

행위에 대해 약간 뒤늦게 대법원판결로써 형성된 견해는 ‘강요된 행위’여서 기대가

능성이 없다는 논리 다. 대판 1954.9.28, 4286형상109 등에서 괴뢰 치하에서 한 국

가보안법 위반행위 등은 공산집단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소치로 자유의사에 의한 

소위가 아니라고 본다. 대판 1954.12.14, 4287형상49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그같은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면할 행위로 인정함이 실험칙에 적

합하다고 판시하 다. 이후 강요된 행위의 법리는 북한 치하에서 이루어진 국가보

안법 위반행위에 폭넓게 적용되게 되었다. 유병진에 의하여 전개된 기대불가능성론

의 적용가능성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형법 제12조를 통해 확실한 입지점을 

구축했고, 뒤이은 판결을 통해 정착된 것이다. 

50) 유병진, 위의 책, 103-104쪽.

51)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

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52) 엄상섭,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 민주화의 조항”, 신동운,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546쪽. 이 논문은 원래 법정, 제10권 11호, 1955.11.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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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볼 때 특조령의 문제점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을 중대형에, 무고한 사람을 극형으로까지 몰아가는 

이 법령에 대체로 순응하는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병진과 같이 부역자재판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보편

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오히려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시간적․업무적 제약성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시대의 압력에 

따랐고, 그에 따라 참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Ⅵ. 특조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확인과 행정적 구제조치

1. 특조령의 위헌성 심사

특조령에 대한 재판관들의 대응이 ‘回避의 橫路’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조령의 위헌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동 법령에 대한 위헌제청의 방법으로 나

타났다. 1951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조령 제9조(단심제)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

위원회에 제청하 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에서 등화관제 실시 중에 재물을 절

취하여 특조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비약상고하 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단심제

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상고각하 결정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경우이었다. 

1952.2.14.에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권순  판사도 단심제에 대하여 위헌심사

를 제청하 다.53) 

위헌제청이유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심급을 단축할 수 있을지라도 최종심의 재판을 

받을 권익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한 것’이라 하여 결국 상고심인 대법원

에 대한 재판청구권이 박탈된 점을 들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헌법위원회54)는 1952년 헌법 및 법원조직법은 소송의 최종심으로서 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2심), 선거소송(단심)조차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55)

53)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256∼257.

54) 제헌헌법 제8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

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

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

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원회

의 특성과 위상에 대하여는 유진오, 앞의 책, 171-174 참조. 

55) 헌법위원회결정 4285.9.9. 4285헌위2(김철수, 판례교재 헌법[증보판], 법문사, 1977, 429

쪽에서 인용). 이 결정 당시의 헌법위원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위원장 대리로,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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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법률로써 모종의 특별심판기관을 설치할지라도 이는 즉 하급법원이어야 할 

것이요, 최종심은 역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동 제

76조 제2항의 대정신임은 하등 置疑할 바 없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

을 가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지방

법원 또는 동 지원의 單獨判事가 행하게 되어 있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

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한하여…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再審判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이는 …국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헌법상 되

기본권이 박탈된 바로서 헌법 제22조 및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이리하여 말썽많던 특조령 제9조는 위헌으로까지 선언되었다. 한편 1954년 대법

원 형사부는 특조령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는 반드시 변

호인을 두어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명백한 바, 이러한 범죄에 대

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 다.56) 부역자 재판의 대부분이 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 고,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재판

이 이루어진 만큼, 부역자재판의 상당부분이 위헌․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와 대법원의 태도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으나, 이미 수

많은 재판이 종결되었고 처형까지 된 마당에 뒷북을 치는 격이 아닐 수 없었던 점

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2. 행정부의 구제조치

정부도 특조령에 따른 부역자재판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후퇴를 목전에 둔 긴급상황에서 대통령령(제426호)으로 ｢감형령｣이 

1950.12.28. 공포․시행되었다. 이는 ‘특조령 위반죄로 형의 언도를 받은 자로서 형

의 집행중 집행전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한다’(제1조)고 

하면서, 무기징역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징역 10년을 초과한 자는 형기의 2분지 

1로 일률적으로 감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51.1.1. 환도신년기념으로 특별사면

중에서 위원이 김찬 , 김동현, 김두일, 백한성 등 5인이며, 의원 중에서 위원이 소선규, 

김봉조, 이도 , 정헌주, 이재학 등 5인이었다(법원행정처, 앞의 책, 1995, 257 참조). 

56) 대판 4287.10.5. 4286비상13.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에 해당한 법정형인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공판의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것도 조

선형사령 제25조, 구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 바, … 원래 강

제변호의 제도는 그 중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 조치령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이상 강제변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변호인 없이 공판을 개정한 원심을 파기하 던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9.23. 제정되었는데 거기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필요적 변호

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정착되었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3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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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명), 특별감형(1,259명)의 조치가 있었으며 1952.3.1.을 기해서 국가보안법 및 

특조령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사면(3,616명), 특별감형(2,218명)의 조치가 이어졌다. 

사면 및 감형의 조치는 지나친 중형 및 잘못된 형집행에 대한 ‘교정적’ 필요에서 나

온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특조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통치권을 과시하는 

한 수단이기도 했다.57) 위 감형령의 또하나의 문제는 가장 문제형인 死刑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든지, 아니면 

감형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알 수는 알 수 없다. 

3. 군법회의의 민간인 재판을 둘러싼 관할권 논란

앞서 정리했듯이 특조령 위반에 대하여는 비상계엄을 이유로 군법회의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단심제의 군사재판을 거쳐 형이 집행되었다. 군인과 

군속의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가 관할권을 갖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58) 

그러나 군사재판은 일반재판과 그 형식과 절차가 같지 아니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강하므로 헌법상의 근거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헌헌

법에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1950.7.26. 공포된 ｢계엄하 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

재판의 소송수속’은 정하고 있었으나, 군인 군속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그리고 특

조령 위반의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을 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

시하에서 군법회의가 민간인에 대한 재판을 행한 근거는 근거법인 국방경비법 제32

조 및 제33조가 그 적용대상을 ‘如何한 자’라고 규정한 데서 구하고 있다.59) ‘如何

한 자’ 속에는 군법피적용자 이외에 ‘어떠한 자’라도 당해 조문상의 행위를 하는 자

는 군법회의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는 어디까지

57) 사면의 정치적․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한인섭, “사면 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237∼257 참조. 위 통계는 법무부, 법
무부사, 1988, 87∼88 참조. 

58) 1948. 제정된 국방경비법 및 해안경비법, 국군조직법에서도 군인과 군속에 대한 심판은 

군법회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49년 공포된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

된 지역 내에서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다.

59) 국방경비법(1948.7.5. 공포 8.4. 발효)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식량, 금전 기타 

물자로써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如何한 者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3조(간첩)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  내에서 간첩으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자는 如何한 者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하며 유사시에는 

사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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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경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며, 특조령 위반의 민간인이 그 조문들

에 따라 군법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러한 실무관행

은 국민의 법관으로 구성된 일반법원에 의해 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60) 앞서 지적했듯이 부역행위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문화하여, ‘전투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除한 외에’는 군사

재판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국방경비법 제32

조에 기대어, 군인 군속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 국방경비법 위반이 아닌 특조령 위

반으로 처벌하는 관할위반, 법률위반의 재판을 진행했던 것이다.61) 

전시하에서 군법회의는 부역자재판에만 관할권이 미쳤던 것이 아니었다. 1951년 

초 군․검․경의 합동수사본부는 군에 공급하는 피복지에 落綿이 섞 다는 이유로 

조선방직 관계자 20여명을 검거했으며 이를 다름아닌 이적죄로 입건하여 고등군법

회의에 회부하 다. ｢조방낙면사건｣이라 불리웠던 이 사건은 사실의 진위 문제를 

떠나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을 강변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적죄를 적용하여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사건관계자 중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지태 의원도 관련되어 군법회의에 불구속으로 회부되었다. 그 

때문에 국회에서는 합수부의 사건처리주체 및 군법회의의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집

중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는 ｢군법회의 재판권 한계에 관한 결의안｣(1951.5.22.)을 

이의없이 가결하 다. 

국회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62)

① 군법회의 재판권은 국방경비법 제1조에 규정한 군법 피적용자에 엄격히 국한할 

것.

② 민간인의 범죄는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5조의 죄과만을 취급하되 동 조문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범위를 초과하지 못할 것.

③ 이상 1․2항에 直接 해당하는 이외에는 여하한 범죄사건이라도 군법회의에서는 

취급하지 못한다. 

이러한 국회 결의안은 당시의 군법재판의 폐해를 인식하면서 거듭하여 군법회의 

60) 가령 장후 , “군법회의의 성격”, 법조  제4권 제1호, 1955, 1쪽 이하.

61) 엄상섭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부역행위법에서 규정된 바 군기관의 수사․재판에의 관

여 금지규정은 ‘재판 등에 능숙치 못한 군기관이 부역행위처리에 관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오판 등을 지양하기 위함에 그 입법정신이 있는데, 사실은 사건의 거의 전부

를 계엄하의 군법회의에서 처리하고 있음은 본 법률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개탄하고 있다.(1950.12.25. 국회 법사위 발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 417) 이 발

언을 통해서도 신법에 위배하면서까지 부역자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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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시민적 역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의는 

｢조방낙면사건｣의 피고인에게는 긍정적 향을 미쳤지만63), 관할권 문제 전체를 정

리하는 효과를 자아내지 못했다. 물론 이승만 정권의 의지 결여 탓이었다. 

군법회의에 관련된 또하나의 주요 쟁점은 제헌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은 군법

회의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군 일각에서는 ‘군인에 대한 재판

도 사법부가 일률적으로 담당하려 한다면 군의 업무라는 행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심지어는 사법권행사기관인 대법원이 군

을 암암리에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헌

법상의 하급법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에 관한 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

는 주장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까지 주장하 다.64) 실로 이 시기에 군대의 특별권

력관계는 최고법원에 의한 간섭까지 배제할 정도의 독자성을 주장한 셈이며, 그에 

더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까지 인정하지 않고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직접 대량으로 

재판하는 데서 군사적 요소가 민간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을 볼 

수 있다. 

군사재판을 둘러싼 위헌 시비가 이어지자 1954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그 제83조

에 군사재판을 위하여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대법원이 군사법원

의 상고심이 된다는 규정을 두어 이 시비를 일단락시켰다. 대법원의 우위성이 헌법

상의 명문규정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로써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군사법원

의 설치 및 운 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경비법 및 해안경비법에는 대법원에의 상고

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1955년 ｢군법회의 재판에 대한 상고에 관한 임시조

치법안｣이 국회의 발의로 제출되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근거 법

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되었는데, 대

법원은 절차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실현할 도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

고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각하하 다. 실제로 이러한 대법원의 각하결정에 의하여 

고등군법회의에서 단심제로 판결된 사형이 상고절차 없이 집행되는 결과가 발생하

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1962년 국방경비법이 폐지되고 군형법 및 

군법회의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1962.6.1. 단심제 군법회의가 비로소 대법원

에의 상고를 포함한 3심제의 군법회의로 개편되게 되었다. 이렇듯 1962년에 이르기

63) 서병조, 앞의 책, 99∼100쪽.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된 김지태 의원은 이 결의 및 입법조

치 후 일반재판에 회부되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조방낙면사건도 흐지부지되

고 말았다.

64) 제2대 법무관이었던 이지형의 논문, “군사법원의 독립(2)”, 법정 1950년 1월호, 46∼49

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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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군법회의는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일반법률관계의 일

부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의 일부로써 자리잡고 있었다.65) 그에 따른 인명경시, 인

권경시의 재판이 양산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Ⅶ. 권력남용형 학살에 대한 법적 처리를 둘러싼 갈등

부역자재판과 함께 부역자처단을 빙자하여 권력기관 및 그에 관련된 조직․개인

이 보복심에 기인한 처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쟁상황이 정상적인 인간

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긴 하나, 이를 적절히 

견제하고 법치의 테두리 내로 순화시키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몫이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자유가 제한되며 부당한 신체상의 위해를 당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1950.9.17. 부역행위법과 함께 私刑禁止法案을 제안하 다. 

이 법은 1959.9.19. 국회를 통과하 다. 그러나 부역행위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하여도 이승만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 다. 사형금지법을 거부한 이유로 이승만 

정권은 “私刑을 금지한다고 새로 내논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는 사형을 금지 아

니한 것을 認證하는 것이 되는 까닭”이라고 강변하 다.66) 그리고 “私刑 등은 헌

법․형법․민법 등 모든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상사태 하에

서의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

에 관한 특별조치령까지 제정하여 권력남용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므

로 이와 유사한 법률을 이중삼중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67), “국가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있는 군경의 사기에도 지대한 향을 미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적 수치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68) 그러나 국회는 

1950.11.13. 찬성 134명, 반대 1명으로 다시 원안을 가결시켜 정부에 이송했으며, 이 

법은 1950.12.1.일자로 법률 제156호로 발효되었다. 

65) 물론 그로써 사태가 깨끗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비상계엄선포 후 군법회의의 재판

관할이 비상계엄 선포전의 민간인들의 범죄에 대해 미치는가 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쟁

점화되었다. 6․3사태, 유신쿠데타, 김재규 재판에서 관할권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된 사법소극주의 입장에서 위법․위헌론

을 일축했다. 비록 군법회의에 대한 최고법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대법원은 군사재판

에 대한 진정한 상급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66) 서중석, 앞의 책, 680.

67) 대한민국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348쪽. 그러나 특

조령과 사형금지법안은 그 주된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측의 주장은 온당하

지 않다. 즉 전자는 공산부역자에 대하여, 후자는 대한민국의 군사․치안관련자들을 대

상으로 한 것이다. 

68) 1950.9.30. 정부의 <재의요구이유> 중에서 인용.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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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비상사태를 수습함에 있어 특히 私刑을 금지하여 민심의 안정과 우리나

라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私刑이

라 함은 “역도 또는 부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

속 또는 재판을 經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침해를 가함을 

말한다”(제2조). 한마디로 사형은 권력남용행위를 가리킨다.69) 특히 제3조에는 “군

사 또는 치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비상사태를 빙자하여 사형을 감행하거나 사

형을 명령 또는 용인하 을 때”에는 매우 가중된 형에 처하도록 하 다. 즉 살인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감금․고문 또는 타인의 재물의 약탈․파괴에 대하

여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군사 또는 치안의 임

무를 수행하는 자”라 함은 “군인, 경찰관, 청년방위대원, 군사 및 치안의 임무에 종

사하는 일체의 인원”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 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사형이

라 불릴만한 권력남용적 살인․감금․고문 약탈․파괴 등의 행위가 군인 경찰 청년

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함과 함께 그러한 권력남용행위를 엄금하겠다는 의

지를 법률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법률이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었

다. 하지만 권력남용적 ‘사형’을 수행하는 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에 의해 수사 

소추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시행되기에 쉽지 않을 것이었다. 특조령이 

통치권 및 수사기관의 의지가 뒷받침되었기에 오히려 지나치게 시행된 반면, 그 권

력의 남용을 견제할 사형금지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명목적 규범으로만 남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로 통과시킨 국회의 인권옹

호 의지는 경시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私刑이라 불리는 권력기관에 의한 인명살상, 약탈․파괴행위는 매우 광범

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빼앗긴 지역을 탈환한 직후에는 부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즉결처분’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살상과 폭력, 재산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났

다. 난립한 청년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이루어진 보복살상, 불법구속, 재산침해 등에 

대한 원망이 높아가자 ‘청년단체는 군․경 수사기관에 협조임무 밖에 없으며, 부역

자라 할지라도 불법 구속하여 구타할 때에는 그 책임자는 물론 담당자를 엄중처벌

하겠다’는 헌병사령관 명의의 담화까지 나올 정도 다.70)

69) 이 점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의원 21명의 발의로 동 

법안의 명칭을 ‘권력남용행위특별처리법’으로 하고, 국회에서 임명한 6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으로 ‘권력남용행위특별검찰중앙위원회’를 두어 동 위원회에 검찰기관과 

같은 수사소추권을 부여한다는 수정안까지 마련되었으나, 결국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

다. 이러한 경과를 통해 사형금지법이 군사․치안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려는 의

도는 매우 명확하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1971), 353∼354.

70) 1950.10.14. 헌병사령관 장창국 대령의 담화. 박원순, 앞의 , 177∼179에서 재인용. 



제41권 2호 (2000) 한국전쟁과 형사법 165

- 165 -

다만 私刑이 ‘말단기관 등에 있어서 옥석 혼휴의 과도한 권력남용이 자행’71)된 

정도에 그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많은 민간인학살행위들이 군수뇌부 그리고 국방

부장관 및 대통령의 재가 혹은 용인 하에 저질러졌고, 따라서 그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도 체계적으로 저지되었다. 

제11사단에 의한 비극적 양민학살의 참극,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가 그 대표적이

다. 지리산일대의 공비토벌에 나선 제11사단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2월에 걸쳐 

｢거창양민학살｣로 대표되는 일련의 학살사태를 자행했다. 희생의 규모와 방법도 엄

청났고 무자비하 지만, 그 진상을 체계적으로 은폐한 데서 군수뇌부 및 통치권자

의 의중이 돋보여진다. 은폐된 진상의 일부는 국회의 노력에 의해, 그리고 국제여론

의 지원을 얻으면서 규명되었다. 정부는 처음엔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하다가 도저히 

진상을 은폐할 수가 없게 되자, 국회조사단의 작업을 위협하고 거기다 피살인원을 

축소조작하고 약식재판에 의한 즉결처형이라고 강변하 다. 그러나 국회는 거창양

민학살에 대한 어떤 법적 정당화도 있을 수 없음을 규명하 다72). 거창양민학살에 

대하여 세 장관의 사임과 국회의 결의73), 그리고 이시  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지

는 정치적 파란 속에서 학살의 직접적 책임자들은 고등군법회의의 법정에 서게 되

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만에 거창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비로소 법정에 섰다. 

다음은 그 판결내용 중의 일부이다.74)

… 공비토벌은 애국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국군작전 근본정

71)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앞의 책, A76∼77.

72) 국방부 측은 작전명령에 의거하여 일선 대대장이 이동군법회의의 설치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의거하여 재판언도를 해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주장하 다. 이 주장은 논란할 가

치도 없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강변에 대해 아무리 작전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간이재판을, 더욱이 사형의 처단까지 약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법회의 재판관 중 1인은 법무관이어야 한다는 규정, 재판의 수

속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재판기록은 물론 피고인 이름도 숫자도 없다는 사실 

등을 논의하면서 전혀 법에 의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도 없었음을 논증하 다. 

국회 제64차 회의중 비공개속기록(1951.4.18. 개의), 노민 ․강희정 기록, 거창양민학살 
― 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노민 , 181∼192에서 재정리. 

73) 1951.5.8. 서이환 의원의 발의로 국회는 대정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뒤, 5.14. 이

를 정부로 이송했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187인의 처형은 고등군법회의에서 행한 것이라 하나 법무관의 출정이 없는 재판이

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며…피고인의 명부도 전연 없으니 이는 법치국가에 실재할 

수 없는 비합법적 행형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의 궤도인 민주정치의 달

성보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단장 이하의 각 책임자와 현지의 

행정책임자를 준엄하게 처벌 또는 징계함으로써 행정의 과오를 시정 천명하여야 한다

는 것을 공언하는 바이다”라고 하여, 책임자처벌의 의지를 표명하 다.(대한민국국회사

무처, 앞의 책, 497.)

74) 노민 ․강희정 기록, 앞의 책, 140∼1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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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揭旗 투항하는 적군은 의법처우하는 전쟁도의를 소홀히 하여 즉결처분이라는 국

법명령을 부하군대에 하달함으로써 天賦된 人權을 유린하 으며 依命 행동한 부대장

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범위를 이탈하 음. … 건국정신에 배리되어 

군기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군위신을 손상케 하 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방침실천자는 

상부의 착오된 방침정신을 악용하여 사태를 가일층 악화케 하 음. … 명령권한자로 

불법한 명령지시를 하달한 데 대하여 이에 책임과 동시에 수명감행자로서 각각 상부

의 명령지시를 이탈한 책임을 피치 못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관련자들은 무기형으로부터 징역 3년까지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719명

의 민간인이 간첩 혹은 통비분자로 몰려 즉결처형된 데 대하여, 단지 3명이 실형을 

받고 1명이 무죄판결을 받는 선에서 형사적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숫자도 정리되지 않았고, 형량도 지극히 미흡한 

것이었다. 재판받은 당사자의 숫자도 지극히 적었으며,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이 어

떤 ‘국법명령’을 주었고, 또 받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조차 복역 1년을 전후해 모두 특사로 출감했고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요직

에 등용된 데서도 이승만 정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75) 

그러나 거창사건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한다. 거창 사건이 폭로되게 된 데에는 

여러 우연한 사정76)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운을 타지 못한 숱한 민간인

학살사건들은 그저 땅속에 묻혔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후 국회는 아

래로부터 분출된 원한의 부르짖음에 일부나마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의 일

부가 1960년 5월 31일부터 동년 6월 10일까지의 극히 짧은 기간의 국회조사로써 

수집된 바 있다. 국회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상보고서｣를 펴냈다. 조사지역과 피해

상황을 인명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7)

경상남도 (합계 3,085명)

  거창군 719명 거제군 44명 함양군 594명 동래군 33명 울산읍 677명

  충무시 267명 구포읍 58명 마산시 188명 산청군 506명

경상북도 (합계 2,200명)

  대구시 상원동 240여명 대구시 파동 100여명 대구시파동가창댐 부근 100여명

  대구형무소 1,402명 문경군 86명 대구시일원 272명

전라남도

75) 노민 ․강희정, 앞의 책, 141 참조.

76) 익명의 목격자들의 문제화 노력,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의 폭로 노력, 외신의 노력, 여

론의 지탄, 국회의 규명의지 등.

77) 모두 현지신고에 기초한 것이다. 제3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42호(부록), 노민 ․강

희정, 앞의 책, 197-2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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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524명 

전라북도

  순창군 1,028명

제주도 (합계 1,878명)

  북제주군 756명 남제주군 1,019명 

극히 짦은 기간에 이루어진 약식조사로도 인명피해만 8,715명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 이후에 밝혀진 수많은 사례를 더하면 한

국전쟁에서 私刑이라 불리운 권력남용형 학살 및 피해사례는 실로 엄청나다. 국회

는 위 ｢조사보고서｣의 결론에서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

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법률에 의한 일

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

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건의하고 있다.78) 그러나 제2공화국에서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고, 5․16 군사쿠데타 후 진상규명에 앞장선 유족들이 소위 군

사혁명재판소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았고, 유족회가 용공단체로 몰려 강제해산

당하게 된다.79) 전국적으로 유족회들은 “4․19 이후 혼란한 정세를 틈타 과거 ‘빨

갱이’의 유가족들이 억울한 학살 운운하며 위령비 건립, 형사보상금 청구, 처형 

군․경 색출 등을 빙자하면서 합법적인 토대를 구축하여 괴뢰선전에 고무동조”한 

소위 ‘유족회’ 사건이라 단죄하면서 이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란 소급입

법으로 처벌하 던 것이다.80) 

그동안 이루어진 유일한 진전은 1996.1.5. 법률 제5148호로 제정된 ｢거창사건등관

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이 법률은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명예회복될 대상자의 선정,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 지정, 불이익처우의 금지, 호적등재, 합동묘역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의미있는 구절은 “거창사건”이라 하지 

않고 “거창사건 등”이라 한 점이다. “거창사건 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 거창이라는 특정 지역적 한계, 그리고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6․

78) 노민 ․강희정, 앞의 책, 215쪽에서 재인용.

79) 거창의 경우 거창사건유족회의 회장 이하 18명이 1961년 9월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수

난을 겪게 되었고, 3∼5년의 구형을 받고 모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노민 ․강

희정, 앞의 책, 161.

80)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4, 1962; 서중석, 앞의 책, 798∼805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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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에 의한 “작전수행”의 명분으로 주

민들이 희생당한 여러 학살사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창 뿐 아니라, 국군병력의 작전수행과 관련된 희생사례에도 이 법률이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피해지역주민들의 주장과 법적 승인이 뒷

받침되어야, 이 법률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도의 명예회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전면적인 배상원칙을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갈 길이 멀다. 

Ⅷ. 전시하 권력갈등의 법적 의미

전시하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에는 첨예한 갈등과 심각한 대립이 노정되었다. 

1950.5.30.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제2대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의지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강한 국회상을 보여주었다. 6․25 직후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체제괴멸위기

가 종식’된 후 국회와 행정부는 늘 대립되는 상을 연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 다. 

이후의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전시하의 ‘강한 국회’의 배경으로는 다음을 지

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헌헌법상의 국회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1960년 내각책임제 헌법을 제외한다면, 국회의 위상은 제헌헌법 하에서 가장 높았

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헌헌법의 원안이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하 고, 이승만의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의해 심히 왜곡되기는 하 으나 그런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

도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도 국회의 선거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었다. 둘째, 제헌국회와 제2대국회의 발족시에는 여당이라 부를만한 정당이 

없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한민당의 세력이 강했지만 한민당은 이승만과 결별하 고, 

제2대국회에서는 중간파 및 무소속의 약진이 있었으며, 이들이 의회 분위기를 주도

하 다. 6․25 직후의 서울점령에서 몸을 피하지 못한 의원 중에서 중간파의 손실

이 있었음에도, 제2대 국회는 반이승만-야당세력의 우위 현상81)을 보여주었다. 그

에 따라 첨예한 정치갈등을 노정하 다. 이승만 정권은 국회로부터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국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석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작적 냄새가 

짙은 짓을 감행하 다.82) 셋째, 1952년 발췌개헌안이 강제로 통과되기 이전까지, 국

회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포함한 국정의 중심무대, 여론의 집약처로서의 역할

81) 박명림, “한국전쟁과 한국정치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78쪽.

82) 제헌국회에서 국회푸락치 사건, 2대국회에서 서민호 의원사건, 3대국회에서 뉴델리 담

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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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느 정도 수행하 다. 입법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주목된다. 적어도 법제상으로 

강한 국회상이 보장되어 있었고, 의원들은 전시하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국회의 

소임을 수행하 던 것이다. 

전시하에서 국회와 정부의 갈등은 권력형 인명살상 및 부역자처단의 문제를 둘

러싸고 첨예화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형금지법 및 부역행

위법을 통해 보다 인권옹호 및 국민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반면 이승만과 행정부는 권력남용을 억제할 의지는 별반 없이, 대통령의 절

대권을 강화하고 인명경시적 풍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우선 전쟁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 여하

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전면남침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책

임, 특히 정부가 서울을 후퇴하면서 ‘막대한 수의 국민을 적의 虎口 앞에 버려둔 채

로 무질서한 遷都를 하여 (시민들을) 그처럼 큰 고초와 희생을 당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전쟁의 일차적 책임, 궁극적 책임은 물론 북한과 

김일성 정권에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남한정부로서도 평소 적절한 방어

를 강구하지 못하고, 호언장담만 늘어놓은 데서 일정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시민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라고 방송해놓고, 정부만 

야반도주한 처사이며, 한강교를 조기폭파한 데서 생기는 원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만 비등하는 여론에 대한 희생양으로 한강인

도교 폭파를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최창식(崔昌植) 공병감에 대해서 군사재판을 통

해 처형했을 뿐이다.83) 조기의 일패도지에 대하여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충

성파 국방장관도 그대로 유임시킨 데서 이승만의 전쟁무책임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서울환도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잔류한 국민에게 사과의 성명’

과 ‘정부전반에 걸친 심기일전한 신출발’84)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

승만은 ‘모든 우방연합군들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돌아오도록 성공

을 이룬 모든 장병들과 병사들에게 정열적 감사’를 표하면서 ‘살인 방화와 반역행동

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자를 다스리는 법은 준엄한 것이며, 이 법은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 다.85) 고초와 희생을 치른 시민에 대한 사과와 재출

83) 최창식 육군공병감은 군재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50.9.21. 부산교외 어느 한적

한 들판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5․16세력조차도 ‘작전상 실패의 책임을 그 

개인에게만 돌려 총살시킴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속죄된 듯이 태연하 음은 후안무치한 

처사’라 공박하고 있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 1962, 16) 그

는 사후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84)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A76.

85) 이대통령, ｢수도입성에 대한 특별성명｣, 1950.9.30.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원

회, 앞의 책, C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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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아니라 ‘무사려한 보복수단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긴 했지만 준엄한 법

집행을 우선 내세운 데서 이후에 전개될 부역자재판 및 사형을 통한 권력남용에서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다.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일패도지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행정부 간부들

이 거의 ‘도강’(渡江) 피신한 데 반해, 국회는 동란 중 피난한 의원이 148명, 피점령

지역에서 생존한 자가 32명이었고, 피살되었거나 사망한 자 3명, 납치 및 행방불명

자 27명, 그후 사망자 5명으로 총 203명 중 총 35명의 결원이 생기게 되었다.86) 그 

중 조소앙 등의 납북으로 인해 중도파의 리더쉽 결여의 문제는 결정적이었다.87) 때

문에 5․30선거에서 보여진 민의는 전쟁의 타격으로 인적 구성 면에서 보다 우익

화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국회로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초기 패주와 관

련된 실정에 대한 근원적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서울 ‘잔류파’를 부역자처

단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온건노선을 견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조령과 부역행

위법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거듭된 갈등은 전쟁책임의 귀속처를 둘러싼 갈등의 

한 반 이라 볼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갈등의 또다른 배경은 군․경 및 치안단체들의 권력남용, 특히 양

민학살이라 불리우는 인명살상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 공격은 국민방위군 사건 및 거창양민학살사건에 집중되었다.

정부는 재남하의 과정에서 1950.12.21. 국민방위군설치법(법률 제172호)을 공포하

여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만 17세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켜 

동원과 훈련에 응하게 하 다. 국회는 국민방위군이 6․25 때 사사로이 조직된 청

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일단의 

예비병력을 확보하여 참모총장의 지휘하에 두겠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하여 일단

의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88) 시간적 급박성에 못이겨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국민방위군은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군사행동과 군사훈련을 하

86)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건국십년지, 1955, 218∼219.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

(1971), 341쪽. 

87) 조소앙, 원세훈, 안재홍 등의 국회의원들이 납북되었고 중도파의 수 역할을 했던 김

규식도 이때 납북되었다. 전쟁은 남북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양극화 시켰는데, 남한 

정치사에서 중도파의 인적 리더쉽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한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88) 이 법률의 제정 당시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엄상섭 의원은 법안 독해시

에 그 문제점을 “국민방위군과 大韓靑年團․靑防․향토방위대․학도호국단과의 관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병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체계상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을 다 고려하고 병역법에 있어서의 체계문제 이러한 점도 잘 처리한 연

후에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또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다가 후회하는 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1950.12.15. 국민방위군설치법안 제1독회에서, 제2대 국회를 움직이는 인물, 

국회타임스사, 1954, 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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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외에 정치운동, 청년운동 또는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제6조)는 조항

을 신설하여 일단 법안을 통과시켰다.89) 부칙에는 “청년방위대 등 군사유사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즉시 해체한다”는 규정도 삽입함으로써 국민방위군의 정치적 이

용가능성을 봉쇄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애초부터 국민방위군은 군사적 긴급성과 

함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법률에 의거하여 약 5십만명에 달하는 방위군이 구성되었고, 1.4후퇴를 

전후하여 방위군도 집단으로 후퇴하게 되어 행군도중 또는 후방에 도착한 장정을 

수용함에 있어 방위군 간부들은 다액의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하는 동

시에 당시의 행정기관, 감찰위원회, 일부 국회의원에까지 뇌물을 제공하 다. 이러

한 부정착복으로 식량 의료 기타 보급품이 절대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수백명의 사

망자와 수만병의 병자를 내게 되었던 것이다. 피난국회는 이 사실을 폭로하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확고한 대책수립을 요구하 다. 그러나 정부와 방위군 

간부들은 이를 ‘일부불순분자들의 낭설’, ‘오열의 준동’으로 몰아세워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하 다. 국회는 ‘국민방위군의혹사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 고, 그 결과는 1951.5.7.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중간에 이 의혹사건

의 실태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동년 4.30. 국회는 국민방위군을 국회입법90)으로 

해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은 풍토에

서 ‘尸位에 앉아 素餐을 먹는 격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탄하던 이시  부통령이 

1951.5.9. 사의를 표하면서 “국정감사를 더욱 엄정하게 勵行함으로써 모든 관료들의 

吏道에 어그러진 비행을 적발 규탄하되 모든 부정사건을 미온적인 태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釋然하게 하여 줄 것”을 촉구하 다. 

이 사건은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등 5명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종결91)되었으나, 

정치권으로 흘러간 수뢰액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너무나 참혹한 천대를 당하

여 ‘한국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신념을 뿌리깊히 박혀준 결과’92)를 야기

시킨 사건에 대해 국회의 노력, 그리고 부통령까지 가세한 여론의 압력 속에서 일

부나마 처벌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면은 그나마 세워지게 되었다.93) 적어도 이 두 

89) 서병조, 주권자의 증언―한국대의정치사, 모음출판사, 1963, 91쪽.

90) 국민방위군설치법폐지에관한법률, 비상시향토방위령(긴급명령제9호)폐지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91) 1951.7.19. 고등군법회의에서 5명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동년 8.13. 처형

되었다. 

92) ｢국회조사위원들의 중간보고｣, 1951.4.26. 중에서.

93) 국회는 1951.5.12. 제80차 본회의에서 “국민방위군의혹사건의 해명은 군내부에, 만연되

어가는 사병주의를 배격하고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소생케 하며 이로써 민주

우방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과업 수행에 시종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 자평하 다. 그러면서 “군검찰기관 아닌 일반 검찰로 하여금 동 사건을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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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는 최소한도의 법적 처리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승만과 행정부의 은폐노력에 대응하여, 국회의 노력 그리고 부통령까지 가세한 

여론의 압력 덕분이었다. 전시하에서 국회의 노력은 한마디로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인권옹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회와의 대립과정에서 이승만 자신은 국회를 통한 대통령재선에의 길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다. 남은 길은 헌법을 뜯어고쳐 국민의 직접선거로서 대통령

을 선출하는 길뿐이었다. 발췌개헌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공작을 통해 대통령은 관

제민의를 총동원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구

속하고 공산당딱지를 붙 다.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의 절정은 1952.5.26. 소위 ‘부산

정치파동’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고, 불복하는 

국회를 군대와 경찰력, 관제민의로 위협하는 헌법개정의 전형이 여기서 나타났고, 

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유린되는 헌정파괴가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점

에서 이 정치파동은 한국헌정사에서 참담한 선례를 남겼다. 이 정치파동의 성격은 

그에 항의하여 부통령직을 사임한 김성수의 ｢사임청원서｣에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그런데 이박사는 대통령직선제를 압도적으로 부결하고 국무원책임제를 재적의원 3

분지 2의 연명으로 제안한 국회를 ‘민의배반’이니 ‘의회독재’니 ‘반민족적’이니 하여 險

口惡說할 뿐 아니라 무지각한 일부 정상배를 선동하고 官力을 이용하여 소위 召還運

動 국회의원규탄운동을 개시하 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시하의 사회질서를 교란하

고 도처에 소요를 일으키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敵匪의 跳梁을 심하게 하

으며, 심지어 亂徒들은 나의 거처를 포위하고 ‘국회를 타도하라’ ‘국회의원을 총살하

라’고 叫喚할 지경에 이르 습니다. …그의 일련의 행동은 가장된 민의와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건전한 이성을 말살하고 절대권력을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주의의 노선

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도 아직 대한민국의 최고집권자가 그

래도 완전히 사직을 파괴하려는 반역행동에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기하지 못하

습니다. 그랬더니 돌연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

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하 습니다. 이것은 곧 國憲을 顚覆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

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하여 관련자를 엄중처단”할 것과, “今般 군법회의의 판결이 국방경비법 제40조, 제42조 

및 특조령을 적용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該 사건을 즉시 재심할 것”을 요

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채택하 다.(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 410, 492∼494쪽) 여

기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남용을 한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형금지법도 특조령도 아

닌, 형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제41권 2호 (2000) 한국전쟁과 형사법 173

- 173 -

국회의 인권옹호 및 호헌 노력은 이렇듯 ‘절대권력을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독재

주의 노선’에 의한 ‘국헌 문란의 반란적 쿠데타’에 의해 파괴되었다. 5․26 정치파동

은 정확하게 폭력에 의한 헌정 파괴라는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몇십년간 

한국정치를 그늘지게 했던 대통령 장기집권의 서막을 여는 파동이었다. 이는 실로 

한국헌정사에서 5․16, 5․17로 이어지는 ‘쿠데타적 내란’의 첫 장을 장식한다. 

물론 국회가 순전히 폭력에 굴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5․26 정치파동 이틀 뒤인 

5월 28일 국회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 채택했고, 30일에는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결의했다.94) 그리고 ｢호헌결의안｣을 발표함으로써 정면대결의 의사를 밝혔

다.95)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발췌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선출권 및 다수의 

권한을 상실한 의회는, 이후 국정의 주도자로부터 국정의 통제자로서의 역할변신을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제2대 국회는 한국형법사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남겼다. 그것은 형법(1953

년) 및 형사소송법(1954년)을 제정한 일이다. 전시하에 준비된 형법은 국가방위, 사

회방위의 강화를 기하여 엄격형으로 치달으면서도,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도 강한 견제를 하고 있는 특색을 

보인다. 제도권력의 권력남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회는 엄상

섭 의원의 주도로 ‘형사재판의 민주화, 인권옹호의 강화, 그리고 형소법의 정치적 

이용방지’96)를 내걸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법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의 시대상황과 권력구도를 감

안하면, 그 정도의 형사소송법의 제정은 ‘수훈 제1급에 속하는 민주과업의 전진을 

94) 박명림, 앞의 (1999), 86.

95) ｢호헌결의안｣에서는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방법과 현행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官力出他의 위력에 의하여 ‘조작된 민의’로 ‘진실한 민의’로 가장함으로써 민주법치국가

의 기본조건인 현행 헌법과 현행 법률을 부인하는 것임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민의를 구실로 하여 권력자의 자의를 강행하는 억압정치의 정당성이 변호되는 반면에 

국민은 반드시 공포 속에서 전율하는 비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분명하

게 실증하는 바이다. 국회는 금후에 있어서 대통령의 여하한 언동과 이에 호응하는 무

지몰각한 정객 및 관료들에 의하여 ‘民意違反’이라는 막연하고 가공적이며 가상적인 이

유 밑에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직능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을 부인하는 전율

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함을 지적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에게 대하여 엄중

한 경고를 선언하는 동시에 헌법수호만이 민의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일인 

것을 자각하여 호헌을 위하여 결사항쟁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맹서한

다.”고 선언하 다. 이와 같이 5․26 정치파동은 국회에 의하여 “민의라는 가면을 쓰고 

국헌과 국법을 문란케 하여 국가의 기반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육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헌정파괴행위로 규정되었다.(국회타임스사 발행, 제2대국회를 움직이는 인물, 

1954, 109쪽 참조) 

96) 엄상섭, “형사재판의 민주화-신형소법의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권력과 자유, 경구출

판사, 1957, 316∼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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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것이라는 엄상섭 의원의 자평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97) 제3대 국회 이

후 1988년 여소야대 국회 이전에, 정부기관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인

권옹호적 법률을 통과시킨 예는 없다. 그러고 보면 제2대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대로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 는지 모른다. 그것이 전시하에서, 인명살상과 권

력남용이 자행되는 그 현장에서 ‘행정부의 독주와 이 대통령의 독선적 경향에 제동

적 역할’98)을 그만큼 수행했다는 것은 그래도 신생 대한민국의 체면을 한가닥 살려

준 것으로 자평할 수 있을 법하다.

Ⅸ. 맺음말, 그리고 과제 

전쟁과 법치는 그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적군을 앞

에 두고 무슨 법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참혹하고 대량희생을 유발한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도, 법적 담론은 살아있었고 실정법 및 재판을 둘러싼 생생한 논쟁

이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인권유린을 법적으로 포장한 논리가 무성했는가 하면, 그

에 대응하여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적어도 절대적 전투상황에서 일보만 벗어나도 법은 살아움직이고 논쟁되는 규범임

을 여기서 확인한다. 전쟁은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천

한 한국의 법치주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사항이다. 

① 특조령은 건국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재한 법령 중 최악의 악법이었

다. 부역자재판을 다루면서 유병진은 ‘사회실정을 무시한 규범은 정의일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惡인 것이다. 악인 이상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 악이 ‘권력에 날개돋친’ 것이고 ‘형벌이라는 무기

로 장비’되어 있는 악인 이상, 그에 대한 대응은 입법과 재판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임을 아울러 지적한다.99) 특조령 자체가 물리쳐야 될 惡이라는 것이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입법과 재판을 통해 타개해 나가는가의 과제가 1950년대의 양식있

는 법률가들을 괴롭힌 최대의 문제 중의 하나 다. 

② 특조령을 둘러싼 모든 것이 ‘위헌 위법한 것이었고 부당 불공정한 것’이었다

는 판단은 정확하다.100) 그러나 위헌, 위법, 부당, 불공정이란 말을 대입시키기에도 

97) 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분석은 한인섭, 앞의 책(1998), 71∼92 참조.

98)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앞의 책(1971), 346쪽.

99) 유병진, 앞의 책, 104쪽 참조. 

100)박원순, 앞의 ,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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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투성이의 법률이었다. 제정일자를 소급하여 공포하고 적용한 것, 긴급명령의 

이름으로 사형 등 극형을 무차별로 적용하도록 한 것, 단심제와 증거생략 등 형사

소송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을 철저히 유린한 것, 재판편의주의의 극치, 군기관에 의

한 민간인의 무차별 재판, 폐지된 법률조차 살아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 등 처음

부터 끝까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모순으로 꽉 차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률에 의해 재판이라는 이름의 살인 및 장기구금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묻고 싶어지는 것은 이같은 법령을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나간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인권유린적 태도와 ‘부역자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이었다. 그러나 원시

적인 보복감에서 비롯된 여론은 극히 일부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승만 정권에 의

해 얼마든지 통제될 수 있었다. 격앙된 여론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이승만 

정권은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함으로써 인권유린에 앞장섰던 것이다. 

③ 전쟁의 또하나의 모습은 무차별 살육이었다. 보복심의 증폭, 게릴라전의 양상 

등으로 인해 살상과 약탈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가의 무력기구에 해당하

는 군대, 경찰 그리고 치안대원 등에 의한 학살은 국가권력 자체의 정당성을 불신

시킴과 함께 진상규명이 더욱 조직적으로 방해되는 조건을 형성하 다. 권력남용형 

학살을 불법화하고 가중처벌하는 법령도 제정되었지만, 그 사형금지법은 제대로 작

동하지 못한 채, 국민적 공분이 집중되고 진상이 폭로된 몇몇 사건에 한하여 일부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점에서 전시하의 민간인학살은 아직도 미해결의 

과거청산의 과제로 우리에게 넘어와 있다. 

④ 다른 한편 놀라운 것은 전시하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승만과 반대측에 서있던 국회는 인권옹호를 위한 입법적 

활동 및 국정조사 등 국정통제작업을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열정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다. 전시 하의 압박감과 이승만 정권의 힘에 부치면서도 특조령에 대한 형량 경

감, 공소시효 단축, 재심청구, 그리고 법령의 폐지에 이르는 국회의 노력은 그래도 

매우 소중한 유산으로 남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은 여론과 정치의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일각에서는 특조령의 폐해를 막아보기 위

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사형금지법의 제정, 전시하의 인권옹호를 위한 조치, 그리

고 국민방위군사건 및 거창사건의 진상규명노력 등은 재조명할 가치가 충분하다. 

국가제도의 정치적 이용방지 및 권력남용 방지에의 의지는 제정형법(1953년) 및 제

정형사소송법(1954년)의 내용에도 불충분하게나마 향을 미친다. 그리고 제한적이



176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 176 -

나마 법원 및 헌법위원회의 노력도 지적할 가치가 있다. 

⑤ 전쟁상황은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기를 조성하지만 법치주의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통수권자 및 상관의 명령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권력의 명령법

(law-as-imperium)이 한편에 있고, 명령보다 법률을 우위에 놓고 그 법률의 핵심

에 인권가치를 두는 인권적 법(law as human rights)이 다른 한편에 위치한다. 명

령법의 준봉자들에게 전시상황은 반대파의 숙정과 권력의지를 강화하려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인권 옹호자들에게 법률은 명령우선주의에 맞서는 무기가 된다. 이승만 

정권과 국회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두 가치의 대립은 한국 법치주의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다. 법률의 명령에 대한 우위성, 헌법의 최고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추인은 우리에게 1987년 이후의 세계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세계는 최악의 위기상황이었던 전면전쟁의 와중에서도 민주와 법치의 가치를 살리

고, 명령법에 대한 인권법의 우위성을 확립하려 한 선각자들의 노력에 힘입고 있음

을 느낀다.

끝으로 과거청산의 과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한, 거의 진전된 것이 없는 실정

이다. 분단국가가 정당성을 둘러싼 생존경쟁의 와중에 놓여있을 때 남한국가의 ‘치

부를 드러내는’ 이같은 민간인학살을 쟁점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가로놓여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인권을 으뜸가치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국가형성과정에서의 치

부를 은폐하는 것보다, 그것을 드러내고 필요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도

에 합당하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민주화의 ‘성숙화’ 단계, 보다 높은 국

민화합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의 토양이 된 그 과거를 돌이켜보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restorative justice for victims)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 과거와의 화해 없이 성숙한 민주주의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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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lict between Power Politics

and Legality at the Wartime

―on the Collaboration Trials and Massacre              

against Civilians in the Korean War(1950～1953)―
 1)

In Sup Han*

Whether and how can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be alive at the wartime? 

The Korean War was really a total, and multinational war, which caused 

millions of soldiers and civilians to be killed and damaged. The value of 

human dignity at the time of massacre might as well be endangered much 

more than usual times. At the wartime, legislative laws might face the 

challenge from, or be overcome by, the emergency ordinances enforced by the 

executive, or the military. Now, my interest lies in the conflict between the 

executive orders and the legislative laws, and its implication to the rule of law 

in Korea. I reveal such conflict by the analysis of The Special Ordinance for 

Measuring the Specified Crimes under the Emergency Period[Hereinafter, called 

“the Ordinance”], The Act for Punishing Collaborators at the Wartime 

[Hereinafter, called “the Collaboration Act”], and The Act for Prohibiting 

Private Lynch[Hereinafter, called “the Lynch Act”]. The fin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judicial-legalized killings, and the killings as abuses 

of power by the military and para-military organizations.

1. The Ordinance came into force on June 25, 1950, at the very dat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was to punish 

severely, and promptly, the anti-state or anti-humanistic crimes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Under the Ordinance, the penalties from death to 

imprisonment not less than ten years should be imposed upon the offend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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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with the enemy in a variety of ways. More serious problems at 

the Ordinance lied at the provisions of the speedy-summary trials, the denial 

of supremacy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denial of the principle of trial 

according to evidence. The martial court had the first-and-final jurisdiction on 

the cases in violation of the Ordinance. More than thousands of the civilians 

were victimized, and sentenced to death at the Collaborator's Trials. Massive 

judicial killings were legalized and execu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Ordinance. 

2. The Congress did her best for lessening the poisonous effect of the 

Ordinance, by the promulgation of the Collaboration Act. The Act prescribed 

more lenient penal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Reviewing th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gainst Collaborators according to the due 

process, and the shortened limitation of statute. It might be deserving of 

special comment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martial court should be restricted 

to the cases regarding the military personnel. Furthermore, the congress 

passed the Revision Act of the Ordinance, and finally the Repeal Act of the 

Ordinance. But, the executive branch was totally reluct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Congress Acts, favoring the Ordinance. Thus, the significant function of 

Congress at the wartime was to check and control the administrative and 

presidential abuses by the legislative enactment and the inspection of 

governing offices. As a self-conscious organ for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the congress advocated the value of legality and human rights, while 

the executive and the military stressed the necessity of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national defense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caused by the 

total war.

3. The military judicial officers of the martial court and the civilian judges 

ad hoc dispatched to the martial court had to decide the cases in violation of 

the Ordinance. They played a substantial role on the judicial killings, supposed 

by the Ordinance itself.

There were little rooms but the death or long-term imprisonment, if the 

accused were found guilty. As one conscientious judge, You Byeong-Jin, 

confessed, judges fell into a dilemma whether to inflict the capital punishment 

as a slave of the Law/Ordinance, or to make the road to th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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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on not to apply the expected provisions. At the Collaboration Trials, 

judges were forced to become rubber-stamped to the judicial killings, under 

the Ordinance combined with the exploding popular impulse of retaliation. 

4. The lynch-and-killings prevailed in the Korean War. The Lynch Act 

aimed to punish a variety of private retaliation causing the killings, bodily 

damages, property encroachment without any criminal procedure, arguing the 

righteous retaliation against Collaborators. The executive branch was reluctant 

to apply the Act seriously, because the Act aimed to prohibit and punish 

severely the illegalities of the personnels who served at the military, the 

police, or the militia youth. Due to the unwillingness of the executive branch, 

most of massive killings committed by the repressive state apparatus were 

concealed, but the Congress succeeded in revealing two tragic civilian 

massacre, and finally letting the responsible officers b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at the worst cases.

5. The political battle between the presidential power and the congress 

might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flicts at the time of Korean War. The 

road to the dictatorship of Presidency was in a big conflict with the congress 

which stressed the democracy and legality. Despite the recurrent vetoes of the 

President, Congress passed a lot of the human-rights oriented Acts, which 

were in contrast to the overpowering Ordinance and the illegalities of the 

executive,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hat's why the presiding president 

Seung Man Rhee had to commit a de facto coup de tat, which destroyed the 

first Constitution in order to hold the office of President once more. Such a 

coup might be recorded as the first disastrous page among the continuing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finalized in 1987.

6. The state of emergency like a war might put a serious barrier to the 

rule of law, but is not always irreconcilable with the latter. The full-fledged 

rule of law may be accomplished by the gradual exclusion of the element of 

the law-as-imperium. And in the nation which experienced the tragic accident 

of massacre, the democracy and rule of law can be maturated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for victims in a tragic war. That's why we cannot divert 

away from the issue of massive killings at the Korean W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