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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와 이근안․수지 김 사건
鄭 印 燮*

1)

Ⅰ. 서

최근 1987년에 발생하 던 이른바 수지 김 사건이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등의 주도로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져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1) 
특히 사건의 발단이라고 의심되는 장세동씨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상의 公訴時效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데 반하여, 2000년도에 이 사건

에 대한 내사를 중지시킨 이무  전 경찰청장이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구속 

기소가 되자 처리의 형평성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태의 배경이 

된 公訴時效制度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 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행위가 公訴時效의 벽에 부닥친 예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안

씨의 혐의의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公訴時效 경과로 처벌이 가하여

지지 않았다. 또한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박 두씨가 교도관들

의 집단폭행을 통하여 사망하 다는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당시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公訴時效가 경과하 다는 문제점

이 제기되었고,2) 근래 타살혐의에 관한 관계자의 새로운 전문증거가 제시되어 
다시금 세인의 관심을 모은 전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역시 비록 사건이 

확인될지라도 관계자에 대한 公訴時效는 이미 완료된 지 오래이다.3)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벌어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이 사건의 피해자인 수지 김의 본명은 김옥분이나, 여기서는 국내 언론의 보도
를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해진 수지 김 사건으로 주로 표시한다.

2) 동아일보 2001년 6월 5일자 29면; 문화일보 2001년 7월 18일자 5면 등.
3) 한국일보 2001년 12월 11일자 3면; 세계일보 2001년 12월 11일자 1면; 중앙일

보 2001년 12월 1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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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내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公訴時效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4) 이를 위한 特別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5)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을 통하여 公訴時效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시킨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즉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公訴時效 등에 관한 特例法 제3조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

죄와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

죄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등에 규정된 公訴時效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特別法 제2

조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관하여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존재하 던 1993년 2월 24일

까지 公訴時效의 적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제외하면 우리의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각 범죄에 

따라 1년 내지 15년을 公訴時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 지적된 사건중 장세동씨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 등 6개 시민사

회단체가 2002년 1월 30일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公訴時效와 관계없이 처벌하

여야 한다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의 취지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장세동의 혐의사실은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한

다. 둘째, 國際慣習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에 대하여는 公訴時效의 적용이 배제
되고 있다. 셋째, 國際法을 國內法으로 수용한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

여 장세동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의 公訴時效 條項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1999년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

사 13인이 형사소송법상의 公訴時效가 지난 이근안의 고문범죄에 대하여 처벌

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 던 고발장에서의 논리와 거의 동일하

다. 이러한 3단 논리가 모두 이론적으로 성립되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획기적 사건이 되리라고 판

단되나,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논리가 모두 만만치 않은 장벽을 통과하여야 

4) 대한매일 2001년 12월 12일자 5면 사설; 한겨레 2001년 12월 12일자 4면 사
설. 국민일보 2001년 12월 13일자 30면; 중앙일보 2001년 12월 13일자 2면; 문화일보 
2002년 1월 7일자 31면; 동아일보 2002년 1월 8일자 29면 기사 등 참조.

5)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주최,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
과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002년 2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함승희 
의원의 가칭 “살인죄등 반인륜범죄의 公訴時效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토론 발언.



2002. 3.]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와 이근안․수지 김 사건 161

한다고 사료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그중 첫 번째 출발점인 장세동과 이근안의 

혐의사실이 과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犯罪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

다. 이를 위하여 이근안 사건과 수지 김 사건의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행위가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하여 본다.

Ⅱ. 이근안 사건 및 수지 김 사건의 내용

가. 이근안 고문혐의 사건

이근안은 경찰로서 주로 公安業務에 종사하 는데, 특히 고문 기술자로 널

리 알려졌다. 이씨는 1979년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노련 사건, 1987년 피납

어부 김성학 고문사건, 1986년 반제동맹 사건, 1988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 고

문사건 등에서의 고문 가해자로 알려졌으며, 5공정부가 6공정부로 교체된 이

후 과거 고문혐의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되자 1988년 12월부터 잠적하 다. 장

기간의 도피로 인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公訴時效가 지나게 되자, 수사기관이 
그를 못 잡는 것이냐 안 잡는 것이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 다. 그러다가 

근 11년만인 1999년 10월 28일 자수하 다. 조사를 통하여 이씨는 김근태씨나 

반제동맹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고문한 사실에 확인되었으나, 형

사소송법상의 公訴時效가 지나 검찰은 公訴權 없음 결정을 하 다. 다만 피납

어부 김성학씨 고문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도피기간중인 1998년 10월 이근안

에 대한 裁定申請을 받아들인 바 있어 公訴時效가 미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

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까지 간 재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6)

이근안이 김성학씨 고문사건 이외에 대하여는 公訴時效의 경과로 처벌을 받

지 않게 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3명은 1983년의 함

주명씨에 대한 간첩혐의 수사과정에서 가해진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국제관습법상 公訴時效制度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9년 11월 10일 이근안을 고문 및 위증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 다.7) 함

6) 이상의 내용은 국민일보 1998년 10월 28일자 1면; 조선일보 1999년 10월 29일
자 1면; 조선일보 1999년 12월 1일자 31면; 세계일보 1999년 12월 17일자 4면; 조선일
보 2000년 2월 11일자 31면; 한국일보 2000년 6월 23일자 29면; 대한매일 2000년 9월 
27일자 26면 등의 종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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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은 본래 남파간첩이었으나 자수하여 재판을 받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1983년 2월 1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45일간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간첩임을 자백하라며 갖은 고문을 당하 고, 결국 고문하의 자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약 16년을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고발

인들은 이근안의 행위가 “대공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적어도 묵인)하에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고, 그가 사용한 고문의 수법
은 전기고문, 물고문 등 인류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로서, 

“이러한 고문은 강압수사과정에서 특정 수사관에 의해 자행된 단순고문이라고

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전형적인 반인도적 범죄의 하나”라고 주장하 다.8)

검찰이 이씨의 대부분의 고문혐의에 대하여 公訴時效 경과를 이유로 公訴權 

없음 처분을 내리자, 2000년 1월 12일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

을 제출하 으나,9) 결과는 마찬가지 다. 이와는 별도로 이태복, 이장형, 이수
일, 박문식 등 4인은 각각 1979년부터 1984년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씨 등으로부터 거짓자백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을 당하 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도에 반한 죄인만큼 형사소송법상의 公訴時

效에 관계없이 처벌하라고 요청하는 고소장을 1999년 12월 15일 서울지검에 

제출하 다.10)

나.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1987년 1월 3일 윤태식은 홍콩의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부인 수지 김(본

명 김옥분)을 살해하고 시체를 침대 밑에 숨긴 후 도피하여 1월 5일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자진 월북을 신청하 으나, 거절당한 후 미국 대

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 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되었다. 한국 대사관에서 

그는 간첩이었던 부인과 북한 공작원에 의하여 납북될 뻔하 다가 탈출하 다

고 주장하 다. 당시 그를 조사한 국가안전기획부 조사관과 싱가포르 주재 대
사는 윤태식의 자진 월북기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자 회견의 보류 필요성을 

본부에 보고하 으나,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윤태식의 주장을 공표하는 기

7) 한국일보 1999년 11월 10일자 22면.
8) 이근안 고발인의 항고장 항고이유 제4항.
9) 동아일보 2000년 1월 12일자 30면.

10) 한겨레신문 1999년 12월 16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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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견의 강행을 지시하 다. 윤태식은 1월 8일 태국 방콕에서, 1월 9일 서

울에서 납북 미수 경위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 다. 당시 안기부는 윤의 부

인 김옥분이 조총련 공작원으로 윤씨를 월북시키기 위하여 위장 결혼하 다고 

발표하 다. 이후 김옥분의 국내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곡 속에서 살

아야 했으며, 그의 남매는 거의 다 이혼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

다. 그간 윤태식은 사업가로 활동을 하 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에 대하여 2000년 1월 20일자 주간동아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 고, 2월 12일 서울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도 의

혹을 제기하 다. 이에 경찰청도 수사에 착수, 홍콩으로부터 과거의 수사자료

를 입수하 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국가정보원은 2월 15일 김승일 당시 대공

수사국장을 이무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내 수사 중단을 요청하 고, 이에 경

찰청장은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이첩하는 형태로 수사를 중단시키었다. 한
편 김옥분의 가족은 위와 같은 언론기관의 관심에 힘입어 2000년 3월 김옥분

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태식을 살인범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 다. 

약 20개월의 비공개 수사 끝에 검찰은 이 사건이 1987년 당시 안기부에 의하

여 각색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2001년 10월 24일 윤태식을 살인혐의로 구속하

다. 아울러 당시 안기부의 사건은폐와 경찰의 수사중단을 국가기관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포기한 중대한 국기 문란사건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 중단의 
주역인 이무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구속, 기

소하 다. 윤태식, 이무 , 김승일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1987년 당시 사건 조작을 지시한 장세동 등 당시 안기부 간부들에 대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혐의 등에 대하여는 이미 公訴時效가 경과하

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11)

이에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
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장세동의 행위가 人

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며, 人道에 반하는 罪에 대하여는 국제관습법상 公訴

時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公訴時效制度의 적

11) 이상은 동아일보 2001년 11월 14일자 30-31면; 동아일보 2001년 12월 11일자 
27면; 대한매일 2001년 12월 11일자 3면; 조선일보 2001년 12월 20일자 21면 등을 종
합한 것이며, 특히 김옥분의 가족이 겪은 고통의 일부는 한국일보 2001년 11월 29일자 
25면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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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2002년1월 30일 장세동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 다. 즉 장세동은 “대공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국가권력의 조직

적 지원(적극적인 조작과 개입)하에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고, 그가 사

용한 간첩조작의 수법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인류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다. “특히 해방후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전국민이 맹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온 특수한 상황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매장되게 함은 전형적인 반인도적 범

죄의 하나”라고 평가하 다(고발장 제4항목). 이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人道

에 반하는 罪中 어떠한 행위태양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고발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박해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12)

Ⅲ. 人道에 반하는 罪의 내용

가. 개념의 연혁

위 두 사건의 피고발인들은 모두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를 범하 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人道에 반하는 罪란 법의 일반원칙을 해하는 人道主義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규모나 야만성에서 현대 문명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국제공동체의 관심사로 된 범죄행위를 가리킨다.13)

人道에 반하는 罪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는 수세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人道에 반하는 罪라는 용어가 국제문서에 최초로 등장하

던 예는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행위에 대하여 프랑스, 국, 러시아 정부가 

이를 人道와 文明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and civilization)라고 

비난하며, 그 관계자는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1915년 5월 
28일 선언이었다.14) 제1차 대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12) 장완익,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公訴時效(각주 5의 토론회 발표문), p.3.
13) K. Kittichaisaree, International Criminal Law(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85.
14) 그 이전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 서문에서는 law of humanity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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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위원회는 1919년 3월 29일자 보고서 제2장에서 “人道의 법(law of 

humanity)”을 위반한 적국인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서술하 으나, 부록 

I 처벌 범죄 목록에 “人道의 법”을 추가하자는 시도는 이것이 사후입법에 의

한 처벌이며, 도덕의 역에 속하는 “人道의 법”과 같은 개념의 삽입은 불가

하다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 다. 제1차 대전후 터키와의 1920년 세

르브 조약 제226조 내지 제230조는 인도주의의 법에 위반된 범행을 자행한 
자를 연합국으로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약은 비준도 되지 못

하 다. 후일 세르브 조약을 대체한 1923년 로잔느 조약은 사면조항을 통하여 

터키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하 다.

그 후 人道에 반하는 罪가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계기는 제2차 대

전이었다. 뉴렘베르크 헌장 제6조 C는 人道에 반하는 罪를 처벌대상으로 규정

하고, 이를 “범죄가 행하여진 국가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범죄의 수행이거나 또는 그 범죄와 관련되어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민간인 집단에 대하여 자행된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근거에 의한 박해”라고 정의하

다. 당시에도 독일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에게 행한 행위를 과연 國際法 違反

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국내적 

잔혹행위에 대하여 나치 수뇌부의 형사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제형사법의 

발전사상 새로운 전환점이었다.15)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사후 입법에 의한 처

벌 불가론은 재판부가 뉴렘베르크 헌장을 자신에 대한 결정적 구속문서로 수

용한다는 입장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았다.

동경에서의 극동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 C도 같은 내용의 人道에 반하는 罪

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 으나, 여기에는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한 박해는 처

벌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 다. 또한 연합국이 독일 내에서 각국별로 戰犯
裁判을 진행하는데 적용한 연합국통제위원회법 제10호16) 제2조도 기본적으로

는 같은 취지의 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여기서는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

이 삭제되었고 人道에 반하는 罪의 行爲態樣에 감금, 고문, 강간이 명시되었

15) 자국민에 대한 잔혹행위를 국제범죄화 하는 것이 식민지 보유국이나 소수민족 
문제를 가진 연합국으로서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人道에 반하는 罪는 무

력분쟁과의 관련 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W.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34-35.

16) Allied Control Council Law No.10(194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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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人道에 반하는 罪에 대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처벌원칙은 1946년 12월 11

일 유엔 총회 결의 95(I)에 의하여 재확인되었다. 이후 人道에 반하는 罪가 국

제범죄의 하나이며, 그 행위자에게는 개인적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원

칙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제2차 대전 이후 근 40년간 국제사

회에서는 이에 대한 수락할만한 정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역시 별다른 진전

을 보지 못하 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의 예를 제외하고는 이 범죄에 해당하
는 범인을 실제 체포하고 소추하는데도 각국 정부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다.17)

人道에 반하는 罪의 정의는 1993년과 199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의로 채택된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 規程과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에 보

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5조는 人道에 

반하는 罪를 그 성격이 국제전이거나 국내전이거나 불문하고 무력분쟁중 민간

인 집단에 대하여 범하여진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구금, 고문, 강간, 정치
적, 인종적 및 종교적 이유에 기한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하 다.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3조에서는 무력분쟁과의 연계요건이 삭제되는 

한편, 국민적, 정치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 기하여 민간인 집단

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범하여진 행위로 규정되었

다.18) 이후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와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는 실제 재판을 

통하여 人道에 반하는 罪의 내용을 비로소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제시하 다

고 평가된다.

人道에 반하는 罪에 대한 이상의 정의 규정이 제2차 대전 핵심 전승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라는 비교적 소수의 국가간의 합의를 통하여 성립된 

것이었다면, 1998년 로마회의를 통하여 채택된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7조는 

160여 개국이 참가한 다자회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을 요한다. 또한 

기존의 정의 규정들이 기왕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의 윤곽이 이

미 결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은 앞으로 발

생될 사건에 대하여 그 적용대상은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작성과정상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17) Darryl Robinson, Chapter 4 The Elements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Roy S. Lee 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Elements of Crimes and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1), p.57.

18) 이 같은 차이는 구유고 분쟁이 국제전과 국내전의 양상을 모두 띠고 있었던 반
면, 르완다 내전은 국내적 종족분쟁이 주원인이었다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02. 3.]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와 이근안․수지 김 사건 167

에서는 人道에 반하는 罪의 개념이 매우 좁게 규정될 것이 우려되기도 하 으

나, 실제 결과는 구유고와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에서의 재판 결과를 포함하

여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발전상황이 긍적적으로 반 되어 작성되었다고 평가

되고 있다.19) 즉 규정 제7조 제1항은 人道에 반하는 罪를 “공격의 정을 알면

서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저질러진”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또는 인구의 강제 이전, 감금 또는 국제법의 근본원칙에 
위반하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성노예화․강제 매춘․강제 

임신․강제 단종․이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기타 형태의 성적 폭력, 규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 또는 재판소 관할권 내의 어떠한 범죄와 연관되어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성적․기타 일반적으로 국

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기한 迫害, 사람의 강제 실종, 아

파타이드 범죄, 신체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커다란 고통 또는 심각한 피해
를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근안과 장세동에 대한 고발인들은 이들이 각각 拷問과 迫害를 통하여 人道

에 반하는 罪를 범하 다고 주장하 다. 확실히 고문과 박해가 人道에 반하는 

罪의 행위유형 중의 하나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고문은 뉴렘베르크 

헌장이나 동경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에 人道에 반하는 罪의 일종으로 명기되지

는 않았으나, 양 헌장에 규정된 “기타 비인도적 행위”의 하나에 속한다는데 이

견이 없으며, 연합국통제위원법 No.10 제2조,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5

조,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3조,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7조 제1항 f호

에 人道에 반하는 罪의 일종으로 명기되어 있다. 박해 역시 뉴렘베르크 헌장이

래 위의 모든 國際的 刑事裁判所 설립 규정에 人道에 반하는 罪의 일종으로 규

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고문이나 박해행위가 곧 바로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문이나 박해행위가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좀더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다. 이하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와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에서의 판결과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내용을 중심으로 人

道에 반하는 罪의 성격을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본다. 단 인도에 반한 죄 전반

을 분석하기보다는 이근안과 장세동의 혐의사실을 분석하는데 관련된 논점에 

19) D. Robinson, Defining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Rome Conference,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4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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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만 검토를 행한다. 즉 人道에 반하는 罪의 성립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성

립요건과 특히 고문과 박해범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나. 공통적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

모든 비인도적인 행위가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國際刑

事裁判所 規程은 범행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as part of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범한 행위만을 人道에 반하는 罪로 인정한

다. 이러한 귀절은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과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지만, 人道에 반하는 罪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었으나, 재판부는 

人道에 반하는 罪의 특징상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

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 다.20) “광범위한” 공격이란 다수의 희생자를 목

표로 집단적으로 수행된 반복적이고 대규모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체계

적인” 공격이란 공통의 정책적 기반 위에서 조직화되고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

는 공격을 의미한다.21)

로마 회의에서는 광범위하고(and) 체계적인 공격으로 하느냐, 광범위하거나

(or) 체계적인 공격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전자와 후자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 國際刑事裁判所의 관할범죄가 크게 달라질 수 있

으리라 생각하 기 때문이다.22) 결과적으로 로마 회의는 “or”을 택하는 대신 

공격의 의미를 좀더 분명히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즉 공격이 반드

시 광범위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민간인 집단에 대한 일련의 複數의 行爲가 

20) Prosecutor v. T. Blaskic, Judgment, IT-95-14-T(2000. 3. 3), para.198.
21) Prosecutor v. J. Akayesu, Judgment, ICTR-96-4-T(1998. 9. 2), para.580.
22) “or” 주장국들은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이는 이미 국제관

습법화되었다고 주장하 고, “and” 주장국들은 “or”를 채택하면 상호 연관성이 없는 범
죄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우(crime wave)에도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게 되는 등 
그 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주장하 다. Herman von Hebel & Darryl Robinson,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in Roy S. Lee 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The Making of the Rome Statute Issues, Negotiations, Result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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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격이 반드시 체계적이 아니어도 되는 대신 공격

을 하려는 국가(또는 조직)의 정책에 따라 또는 그 연장선상에 벌어진 것에 

한정하기로 하 다.23) 결과적으로 양자는 표현상 구분되었으나, 실제로는 양자

의 성격을 분리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수의 민간인을 목표로 한 

일련의 공격은 통상 일정한 계획 아래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의하여 체계

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4) 공격은 단일한 유형의 비인도적 행
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비인도적 행위가 

저질러지는 형태일 수도 있다.

범행은 반드시 참여자 개개인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하 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범행은 개별 희생자를 대상으로 단일의 비인도적 

행위를 통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그것은 동일한 성격의 민간인 집단을 공

격하려는 국가(또는 조직)의 정책적인 수행의 일부일 것이 요구된다.25) 즉 개
개인의 비인도적 행위는 국가(또는 조직)의 정책을 통하여 하나로 묶여지는 

더 큰 공격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 때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개인의 행위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변환시키는 요소이다.26) 따

라서 자신이 계획하여 스스로의 주도하에 범한 행위는 아무리 비인도적이고 

대규모적이라도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격은 반드시 군사

적 공격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27)

(나) “민간인 집단”

뉴렘베르크 헌장이래 모든 國際的 刑事裁判所 규정은 人道에 반하는 罪의 

범행대상을 “여하한 민간인 집단(any civilian popul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23)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7조 제2항 a호. 여기서 조직이란 국가에는 이르지 않아
도, 일정한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는 반군단체, 상당한 규모를 갖춘 테러조직 등을 가리
킨다.

24) K. Kittichaisaree(앞의 주 13), p.96.
25) 예를 들어 나치즈의 유태인 박해가 한창 진행될 때, 한 개인이 자기 동네에 숨

어살던 한 유태인 가족을 고한 경우 당사자로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이는 
유태인에 대한 나치즈의 광범위한 박해 정책을 배경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人道에 반하

는 罪에 해당할 수 있다. K. Kittichaisaree(앞의 주 13), p.97. Prosecutor v. D. Tadic, 
Opinion and Judgment, IT-94-1-T(1997. 5. 7), para.649 참조.

26) D. Robinson(앞의 주 17), p.64.
27) 國際刑事裁判所 Elements of Crimes, Introdu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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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이란 용어는 해당지역의 전인구를 공격목표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지

는 않으나, 여하간 범행대상의 집단적 성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는 단일행

위나 독립된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되는 전쟁범죄나 일반 국내법상의 범죄와 

비교할 때, 人道에 반하는 罪의 공격대상이 갖는 특징을 표시한다.28) 바꾸어 

말하여 人道에 반하는 罪의 희생자는 특정 민간인 집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공격대상이 되는 것이다.29) 대상자는 주로 민간인이면 이에 해당하며, 일부 非
民間人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집단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 무력분쟁과의 관련성

人道에 반하는 罪는 처음 무력분쟁의 상황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출발

하 다. 뉴렘베르크 헌장과 극동군사재판소 헌장, 그리고 구유고 國際刑事裁判

所 規程은 모두 무력분쟁 중 발생한 사건만을 人道에 반하는 罪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유고 國際刑事裁判所는 人道에 반하는 罪가 반드시 무력분쟁

과 연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내용이라고 판단하

다.30)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채택을 위한 로마회의에서도 人道에 반하는 罪와 

무력분쟁간의 연결성 필요 여부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 지만,31) 결과적으

로 그 같은 연결성은 포기되었다.

전시 아닌 평시에도 人道에 반하는 罪가 성립 가능하다고 하여야만 평상시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무력분쟁과의 

연계하에서만 人道에 반하는 罪가 성립될 수 있다면, 이 범죄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분쟁중 벌어진 人道에 반하는 罪는 거의 

대부분이 戰爭犯罪로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32) 그럴 경우 人道에 반하는 

罪는 戰犯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이며, 더욱 엄격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나 의의를 가질 수 있게 된다.33)

28) D. Robinson(앞의 주 19), p.51; D. Tadic case(앞의 주 25), para.644.
29) K. Kittichaisaree(앞의 주 13), p.95.
30) Prosecutor v. D. Tadic, Appeals Judgment, IT-94-1-A(1999. 7. 15), para.251.
31) 주로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무력분쟁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한 

국가가 많았다. Herman von Hebel & Darryl Robinson(앞의 주 22), p.92.
32) D. Robinson(앞의 주 19), p.46.
33) Prosecutor v. Erdemovic, Joint Separate Opinion of Judge McDonald & Judge 

Vohrah, IT-96-22-A(1997. 10. 7), par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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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까지의 人道에 반하는 罪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든 처벌선례는 

국제전이든 국내전이든 무력분쟁과 연관된 상황하에 성립한 경우 으며, 로마 

회의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아직도 적지 않은 국가가 무력분쟁과의 연

결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刑事裁判所의 규정이 과연 

관습국제법의 표현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 주관적 요건

人道에 반하는 罪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자가 진행되고 있는 “공격의 정

을 알고(with knowledge of the attack)” 자신의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즉 자

신의 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하

어야 한다.34) 이때 행위자가 국가나 조직의 공격에 대한 모든 성격이나 계

획, 정책을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의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35) 그러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人道에 반하는 罪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다만 일반범죄나 戰犯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것이다. 이 

요건은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나, 국제법상 새로운 내

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人道에 반하는 罪의 성격상 기왕에도 요구되던 요건
이라고 판단된다. 행위자는 희생자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행위자의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사건

이 발생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 범행시 피고의 역할, 범죄의 성격과 결과의 

심각성, 피고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론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관적으로 어떠한 동기에서 행동하 는가는 이 범죄 성립 여부와 관

계없다.36)

다. 개별적 성립요건

(1) 고문

고문이란 감금되어 있거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34) Kayishema & Ruzindana, Judgment, ICTR-95-1-T(1999. 5. 21), paras.133-134; 
Prosecutor v. Kupreskic et. al., Judgment, IT-95-16-T(2000. 1. 14), para.557.

35) 國際刑事裁判所 Elements of Crimes Article 7, Introduction 2.
36) D. Tadic case(앞의 주 30), para.269-272; Kupreskic et. al. case(앞의 주 34), 

para.558. 형량을 결정하는 데는 물론 동기가 고려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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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37) 國際刑事裁判所 

規程上 戰犯으로서의 고문은 정보나 자백의 획득, 처벌, 협박, 강제 등의 목적

을 위하여 가하여지는 범죄임에 반하여, 人道에 반하는 罪로서의 고문은 이러

한 목적요건이 부과되고 있지 않다.38) 따라서 고문이 반드시 금지된 목적을 

위하여 자행되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고문방지협약 상의 고문과정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공무원 내지 사실상의 국가기관 등 순수 민간인 아닌 사

람의 참여가 필요하나,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삭제되었다.

(2) 박해

뉴렘베르크 헌장이래 모든 國際的 刑事裁判所 규정은 人道에 반하는 罪의 

일종으로 박해를 규정하고 있다. 로마회의에서는 박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판부에 의하여 모든 차별적 관행이 박해로 간주된다면, 

人道에 반하는 罪와 국제인권법 위반의 경계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과 통

상적으로 각국 형법에 단순히 박해라는 독립된 범죄가 규정된 사례를 찾기 어

렵다는 이유에서 이의 삭제가 주장되기도 하 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다른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존치시키는 대신 개념 규정을 좀더 분명히 하자

는 입장이었다.39)

박해란 매우 폭 넓은 개념이다. 살인을 통하여 성립될 수 있는가 하면, 개인

의 기본권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사법적 침해행위를 통하여도 성립될 수 있

다.40) 피해자의 신체나 정신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재산을 목표로 한 공격

을 통하여도 박해는 성립될 수 있다.41) 반드시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만 성립

되는 것은 아니며, 유태인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는 연설이나 사법기관의 차별
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을 통하여도 성립될 수 있다.42) 人道에 반하는 罪의 

대부분이 일면 戰犯과 중복되는 성격을 지닌 것과는 달리, 박해는 人道에 반

37)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7조 제2항 e호.
38) 國際刑事裁判所 Elements of Crimes 제8조 제2항 a호 (ii) 참조.
39) D. Robinson(앞의 주 19), p.53; Herman von Hebel & D. Robinson(앞의 주 

22), p.101 등 참조.
40) K. Kittichaisaree(앞의 주 13), p.117.
41) T. Blaskic case(앞의 주 20), para.234.
42) Tadic case(앞의 주 25), paras.708-709에 인용된 제2차대전 전범재판시 Streicher 

case 및 Justi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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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罪의 특유한 범죄이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에는 처음으로 박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의가 내

려졌다. 즉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기타 일반적

으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기하여 國際刑事裁判所 規

程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나 國際刑事裁判所 관할 하의 범죄와 연관되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룹이나 집단에 대한 박해행위가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

당한다.43) 이러한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內容은 관습국제법의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박해범죄의 성격을 좀더 분석하여 본다.

첫째, 迫害는 고의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기본권 침해행위이어야 한다. 박해

가 국제범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른 人道에 반하는 罪와 같은 심각성을 지

닐 정도로 기본권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박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모든 차별적 행위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형

사법에서의 박해 개념은 국제인권법에서의 박해 개념보다 좁은 개념이다.44)

둘째, 迫害는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기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기하여 진행될 것이 

요구된다. 뉴렘베르크 헌장 이래 國際刑事裁判所 規程까지 모든 國際的 刑事

裁判所 규정은 일정한 차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박해만을 人道에 반하

는 罪로 인정하고 있다. 그 중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이 차별의 근거로 정치적, 

인종적 이유만을 규정하여 가장 간략한 목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國際刑事裁

判所 規程은 이후 국제법의 발달을 반 하여 가장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

다. 여하간 박해는 일정한 차별의 의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만 人道에 반

하는 罪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다.45)

셋째, 迫害의 희생자는 특정 집단과의 동질성을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
어야 한다. 박해범죄의 요점중의 하나는 동질적 특정 집단이나 전체 인구집단

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집단이 공격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속한 개인은 

43)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7조 제1항 h호.
44) Kupreskic et. al. case(앞의 주 34), para.589.
45) 로마 회의에서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人道에 반하는 罪 전체가 일정한 차별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 으나, 대다수의 참석국들은 관습국제법상 오직 박해의 
경우에만 차별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Herman von Hebel & D. Robinson(앞의 주 
22),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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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46) 예를 들어 오직 유태인

이기 때문에 희생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범죄구

성요건 초안 채택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반드시 그 집단에 일원은 아니라도 그 

집단에 동조한다거나 일정한 관계만 있으면(예를 들어 국제인도단체의 구호요

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 으나, 이는 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

대시킨다는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채택된 표현이 “동질성을 이유로(by reason 
of identity)”이다.47)

넷째, 다른 일정한 범죄행위와 연관하에 진행된 迫害이어야 한다. 뉴렘베르

크 헌장과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은 다른 범죄의 수행과 관련된 박해만을 人道

에 반하는 罪로 규정하 으나, 구유고 및 르완다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은 박해

범의 성립요건으로 이러한 연계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로마 회의에서는 박해 

개념의 모호성과 이의 범죄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와

의 연계성을 설정하기로 하 다.48) 즉 國際刑事裁判所 規程 제7조 제1항 人道

에 반하는 罪의 행위태양에 속하는 어떠한 범죄행위나 國際刑事裁判所의 관할

에 속하는 여하한 범죄와 연관되어 저질러진 박해만이 人道에 반하는 罪로 성

립된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고문행위만으로는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되지 않

으나, 박해행위의 일환으로 고문을 한 경우에는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할 

수 있다.

(3) 기타 비인도적 행위

이근안의 고문행위나 장세동의 간첩조작혐의가 딱히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

는 罪의 고문이나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비적으로 “기타 비인
도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렘베르크 헌장이래 모든 國際的 刑事裁判所에서는 人道에 반하는 罪의 행

위태양을 조문에 열거된 것에 한정시키지 않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추가

로 인정하고 있다. 로마회의에서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라는 표현은 본질적으

로 모호하므로 형사법상의 특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삭제시키자

46) G.Witschel & W. Rueckert, H. Article 7(1)(b) - Crime against Humanity of 
Persecution(in Roy Lee ed.(앞의 주 17)), p.97.

47) K. Kittichaisaree(앞의 주 13), pp.121-122.
48) D. Robinson(앞의 주 17), pp.54-55.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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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도 있었다.49) 그러나 과거 선례에서도 이 표현은 항상 포함되었었고, 

사회 발전에 따른 법적 공백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도 이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가 다수 다. 다만 그 성립요건을 좀더 명백히 규정하기로 하 다. 즉 “고

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커다란 고통이나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무엇이 이에 해당할 것이냐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예를 
들어 불법적인 인체실험, 신체절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50) 르완

다 國際刑事裁判所는 투치족 여성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나신으로 만들

고 행진시킨 행위를 기타 비인도적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하 다.51) 로마회의

에서 경제제재나 테러리즘을 비인도적 행위의 일종으로 삽입하자는 제안은 지

지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 으므로,52)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Ⅳ. 평가

이상에서 설명한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근안

의 고문혐의와 장세동의 간첩조작혐의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수지 김 사건에서의 장세동의 행위가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人道에 반하는 

罪의 한 유형인 迫害에 해당하느냐를 검토하여 본다. 수지 김 사건에서 장세
동을 포함한 안기부 간부들의 행위가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수지 김 가족에 대

한 박해의 일종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人道에 반하는 罪로서

의 박해는 좀더 협의의 개념이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박해범죄는 동질

적 특정 집단이나 전 인구 집단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해당자는 그 

집단과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희생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수지 김 사건

에서 안기부 간부의 행위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었으

49) H. von Hebel & D. Robinson(앞의 주 22), p.101 참조.
50) D. Robinson(앞의 주 19), p.56; K. Kittichaisaree(앞의 주 13), p.127.
51) J. Akayesu(앞의 주 21), para.697. 그러나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수식어를 첨부한 國際刑事裁判所 規程上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W. Schabas(앞의 주 15), p.39.
52) A/CONF.183/C.1/L.27/Rev.1(인도, 스리랑카, 터키의 제안). Herman von Hebel 

& D. Robinson(앞의 주 22), pp.102-1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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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지 김과 그 가족들이 특정 집단에 속하 기 때문에 이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우연히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은 人道에 반하는 罪로서의 박해범죄가 성립되는데 필요한 “다른 일정

한 범죄행위와의 관련하에 진행된 범죄”라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기타 국제법상 금지된 

이유에 기하여 수지 김과 그의 가족을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지 김 사건과 관련된 장세동의 혐의사실은 人道에 

반하는 罪의 일종인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타 비인도적 행위”로서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을까? 필자는 관련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어렵다고 생

각한다. 설사 이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더라도 장세동의 행위는 여전히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人道에 반하는 罪에서 공
통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민간인 집단(civilian population)에 대한 범죄가 아니다. 수지 김 가

족이라는 몇몇 개인을 희생자로 한 범죄 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이 “광범위

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벌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수의 희

생자를 목표로 집단적으로 수행된 대규모적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국가

의 정책에 따라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범

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장세동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안기부 간부진의 개별적 범죄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된다.

이근안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고문행위가 人道에 

반하는 罪의 대표적 행위유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

렇다고 하여도 이근안의 행위가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기 위하

여는 몇 가지 요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근안의 행위 역시 수지 김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범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근안이 복수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여

러 차례 고문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의 행위가 특정 민간인 집

단을 공격대상으로 하 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의 고문의 희생자들은 개

별적으로 선정되었지,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일원이라서 희생자에 포함된 것

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人道에 반하는 罪가 성립되려면 이근안의 행위를 
전체의 일부로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큰 국가적 정책수행으로서의 민간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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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있었어야 한다. 경찰 공안조직 내에서

는 이근안의 고문행위가 수사의 한 수단으로 사실상 용인되고 있었다고 판단

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내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반 국민 또는 일정 집단에 대한 공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

을지는 의문스럽다. 결국 이근안의 행위는 개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고문범죄의 집적이었다고 해석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53)

국제사회가 人道에 반하는 罪로 실제 처벌하 던 사례가 나치즈의 유태인 

학살, 구유고에서의 인종청소, 르완다에서의 무자비한 학살극 등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대규모 인구집단에 대한 대규모적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

하기 위하여 성립된 범죄이다. 그 규모나 야만성에서 개별국가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사회의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통상의 戰爭犯罪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며, 보다 중형을 
선고받는 범죄이다.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여타의 비인도적 범죄

는 여전히 개별국가에서의 개별범죄로만 남는 것이다. 반인도적이거나 반인륜

적 범죄 모두가 현행 國際法上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002. 3. 5).

53) 人道에 반하는 罪는 국제관습법상 무력분쟁의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범죄라고 
보는 입장에 선다면 이근안 사건과 수지 김 사건은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이 두 
사건은 이미 다른 근거에서도 人道에 반하는 罪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

자의 결론이므로 현재의 국제관습법상 人道에 반하는 罪는 무력분쟁하에서만 발생하느

냐 여부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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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d Mr. Lee, Keun An or Mr. Chang, Se Dong 

Commit the Crime against Humanity?

In-Seop Chung
*

54)

Mr. Lee, Keun An was a veteran officer in the police's antiespionage unit 

and was notorious for torture master. He tortured many dissidents and suspects 

during interrogation. He had suddenly disappeared in December 1988 and 

turned himself to law-enforcement authorities after 11 year hiding. However, 

prosecutors could not indict most of his torture crimes, as his statutory 

limitations had already run out.
The so-called Suzy Kim murder case in 1987 was recently found to have 

been fabricated as a North Korean espionage conspiracy under the initiative of 

Mr. Chang, Se Dong, the chief of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at that time. 

Suzy Kim was killed by her husband, Mr. Yoon, Tae Shik in Hong Kong 

while arguing over money matters. Later Mr. Yoon insisted that his wife, 

Suzy Kim, was a North Korean female spy who had tried to kidnap him to 
north Korea with her North Korean colleagues. Even though the intelligence 

agency obtained Mr. Yoon's confession to the murder, Mr. Chang ordered that 

the homicide be labeled as a public security case involving a North Korean 

spy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motives. Thereafter, Suzy Kims family 

suffered bitter and unbearable insults and agony 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Mr. Chang's conspiracy was revealed, he could escape the punishment, 
as the statutory limitations on the charges against him have already expired.

Some lawyers insisted that Mr. Lee, Kuen An and Mr. Chang, Se Dong 

committed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and any statutory 

limitations in Korean domestic law should not be applied to their conducts.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he conducts of Mr. Lee or Mr. Chang could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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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nsidered as the crime against humanity.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 

crime against humanity means any of following inhumane acts when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of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torture, pers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the crime of apartheid or 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Article 7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r. Lee or Mr. Changs conducts can not be regarded to satisfy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rime of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mainly because 

their conducts was not consider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Author's conclusion is their 

conducts were general crimes, not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