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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韓 寅 燮*

1)

Ⅰ. 서론

한국현대사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의 조화적 실현을 위한 고

투로 기록될 수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두 차례의 시민혁명, 두 차례의 군사쿠

데타,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세 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역대의 군사정

권들에 있어 민주주의는 근대화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보

편적인 민주주의 대신 ‘한국적’ 민주주의, 제한된 민주주의를 표방하곤 했다. 

물론 헌법상의 기본가치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삭제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제
한된 의미의 민주주의란 결국 독재의 장식물이거나, 독재의 다른 이름에 불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변증법적으로 통합되

어야 할 가치이며, 전체 한국인의 가치있는 생존의 토대가 된다는 합의에 도

달하 다. 인권과 정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무용론이나 시

기상조론은 이제 불식되었다. 이같은 인식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를 향한 일련
의 운동과 항쟁이 자리하 다. 현재의 민주화는 일차적으로 군사적 권위주의

와의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군사정권의 학살

이 있다. 광주에서의 군사정권의 대량학살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

었으며, 그 때문에 1980년의 군사정권은 내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의 오

명을 쓰게 되었다. 그 정권과의 투쟁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매로 가열화되었고, 
결국 1987년의 6월 항쟁 이래로 군사주의의 향력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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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은 군사독재의 비인도성을 자각시키고 권위주의체제의 반민주성을 

압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권위주의체제를 청산시키기 위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 다. 학살에 대한 단죄와 정의의 회복은 독재와의 단절을 위한 필수불

가결한 부분이었다. 물론 군사독재의 세력이 엄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15년간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 1995년에 이

르러 5․18학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루어졌다. 세기의 재판, 역사적 재판
으로 불린 5․18재판을 통해 학살에 관여한 주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가운데는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5․18재판은 단지 몇몇 인사를 유죄판결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재

판을 통해 거꾸로 되었던 정의의 기준이 바로잡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5․18

문제의 해결을 위한 15년 이상의 논쟁을 통해 과거청산의 기본원칙에 대한 광

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쟁점들이 해결됨
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법이론적 바탕이 마련

되었다. 그리고 5․18 재판을 전후하여 과거청산의 구체적 주장들이 검토되고 

실현되었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소중한 경험은 곧이어 권위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1970∼

80년대에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대한 원상회복적 정의의 

추구로 나아갔다. 더 나아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자행된 대량살상에 
대한 재평가가 입법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여러 국면에 걸쳐 의견

을 제시해 왔다.1) 과거청산의 법적 시각에서 볼 때 5․18은 가장 성취도가 높

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 은 광주문제의 해결과정과 함

께 그 과정을 통해 정립된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의 정도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다시 민주화와 국가형성의 단계에 저질러진 잘못된 과
거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1) 5․18민주항쟁을 진압했던 정치군부의 형사책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강력히 비판하고 기소를 촉구한 로는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은정․한인섭 편, 5․18, 법적 책임과 역사
적 책임, 이화여대 출판부, 1995, 102-132쪽. 제1심 재판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는 “전두
환․노태우 1심재판 입체분석”, 신동아, 1996년 10월호, 600-627쪽. 대법원판결이 내려
진 후의 판결평가 및 과제에 대하여는 “5․18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 법과 사회, 
1997년 하반기, 제15호, 160-1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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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도전과 성취, 그리고 어려움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같이 정리된 한국의 경험은 권위주의 통치 및 반공체제 형성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청산 경험과 대화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略史: 시민항쟁, 대량학살로부터 5․18재판에 이르기까지

1.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이르는 과정

한국현대사에서 5․18은 정치적 폭력과 시민적 저항을 동시에 압축하는 상

징적 부호이다.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 일원에서 정치군부의 쿠데타에 대항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하 다. 1979년 절대권력자 던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부터 조성된 권력의 진공상태를 신군부는 다단계의 연속 쿠데타를 통해 재집

권에 성공했다. 신군부의 첫 행동은 12․12사태로 불리우는 군사쿠데타로 가
시화되었다. 12․12쿠데타를 통해 군권을 장악했고, 그 군권장악은 국정전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첫 포석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 군부는 취약한 과도

정부를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쿠데타를 기획했고, 그것은 1980년 5월 17일의 

포고령 10호 및 일련의 비상조치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함께 모

든 국정을 장악하고 국회를 봉쇄했으며, 언론의 검열과 함께 일체의 정치적 

발언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 다.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가 취해졌고, 포고령 위
반자에 대하여는 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2) 세 번째 단계는 시

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진압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가동시켜 권력구조 

및 정치지형을 새로 짜서 결국 집권과정을 완수하는 것이었다.3)

군부는 학생과 시민의 반군부적 행동을 예상했고, 그에 대한 섬멸적 타격을 

통해 기선을 제압한다는 작전을 세웠다. 군대의 위세에 눌려 시민들은 일단 

침묵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달랐다. 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공수특전단

2)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명의로 선포된 ｢포고령 10호｣(1980. 5. 17),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권, 19쪽. 이하 각주에서는 
자료총서로 인용한다.

3) 이러한 관점에 따라 광주항쟁의 배경, 전개,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대표적인 책
은 정상용․유시민 외,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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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찍이 광주의 시내와 대학가를 점령했고, 5월 18일 전남대 입구에서부터 

등교하는 대학생들에게 진압봉을 휘둘러 난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계엄철폐

를 외치며 저항했다. 처음 시민들의 항쟁은 평화시위의 형태를 띠었으나, 군부

는 공수부대를 증파하여 시민들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방법으로 한 진압을 

통해 저항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고자 했다. 공수부대의 폭력은 단순히 시위행

동을 억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장부터 가장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과잉으로 구사함으로써 시위대 뿐 아니라 시민들이 공포에 얼어붙도록 

하는 ‘전시성 폭력’이었다.4) 그러나 1979년의 부마항쟁에 대한 진압과는 달리 

광주시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함께 공포감을 떨쳐내고 봉기하 다. 공수특전단

과 시민들의 전면 충돌은 군대의 총기사용, 그에 대한 시민들의 무장으로 악

화되었고, 대규모의 살상이 빚어졌다.

시민들 중 일부는 자위적 조치로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공수부대를 잠시 

광주시 외곽으로 몰아내게 되었다.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광주는 군부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군부는 ‘광주사태’를 불순분자, 고정간첩, 깡패, 부랑자 

등에 의해 초래되었고, 그 결과를 무법천지, 치안부재, 폭동으로 매도5)했지만, 

실제로 광주시내는 물자의 결핍상태 속에서도 거의 혼란도 없이 ‘절대공동체’ 

혹은 ‘대동세상’이라 불릴만한 정경을 연출했다.6) 군부는 다시 5월 27일에 현

대전의 화력을 동원하여 광주시 전체를 장악하 다.
항쟁의 과정에서 대량의 살상이 빚어졌다.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령부는 

광주사태로 사망자는 170명(민간인 144, 군인 22, 경찰 4), 부상자가 380명(민

간인 127, 군인 109, 경찰 144), 검거자가 1,740명이라고 발표하 다. 군부는 

광주사태의 동기를 ‘누적되어온 지역감정, 불순세력의 조직적 선동, 극렬 문제

학생들의 선동, 악성 유언비어 때문’이었다고 강변하 으며,7) 그러한 입장은 

4)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71-72쪽.
5) “현재 광주시내는 병력도 경찰도 없는 치안부재의 상태이며, 일부 불순분자들

이 관공서를 습격․방화․무기를 탈취해서 군인들에게 발포…”(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TV․라디오 중계방송, 1980. 5. 22); “광주사태가 무장폭도들에 의해 무법천지한 단계
에서도 군은 끝까지 무익한 자극과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최소한의 자위권 

발동마저도 자제하 으며, 비록 군인이 폭도에 잡혀 무참히 난자, 학살되는 것을 보면
서도 총 한방 쏘지 않고 사태의 악화방지에 주력하 다.”(계엄사 발표, 1980. 5. 31) 이
상은 “말․논평․담화․보도를 따라 엮는 5․18 10년”, 월간예향, 1990/5, 79-81쪽(자료
총서 제14권, 324-326쪽).

6) 최정운, 앞의 책, 161-1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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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집권기간 내내 이어졌다.

그 발표는 매우 축소조작된 것이었다.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보복이 두려

워 신고를 꺼려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저항자 중에서 행방불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체의 일부는 암매장되었다. 또한 5․18 직전의 대량 예비검속

을 통해 군부는 정치인과 학생운동 지도자, 민주인사를 구금시켰다. 5월 27일 

이후에도 연행과 자의적 구금, 고문, 자의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전적으로 부인되었다. 국회는 해산되었고, 반대 정치인들

은 연행되거나 가택연금되었다. 이러한 숙정조치를 통해 정치군부를 대표한 

전두환은 대통령직을 승계받고, 비상계엄 하에서 새로운 헌법을 발효시켜 제5

공화국을 출범시키고 집권기반을 다져나갔다.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김대중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확정 다음날인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엄령 없는 계엄령 상태’가 여전히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의 5공세력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

해졌다. 한국역사에서 1980년대는 학생운동, 사회운동의 시대라 할만하다. 

1980년대 학생-사회운동은 일치하여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

구하 다. 학생-사회운동들은 5공 군부세력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선

언하 고, 때문에 5․18문제는 곧 반정부 투쟁의 핵심적 이슈가 되었다. 학생-

시민들의 점증하는 투쟁의 파고는 마침내 1987년 6월에 이르러 전시민적 지지
를 확보하면서, 정치군부를 결정적 궁지에 몰게 된 시민항쟁으로 표출되었다. 

군부는 국민들의 요구인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야의 

합의하에 새로운 민주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발효되었다. 그 헌법에 따라 치

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는 민간정치세력의 분열을 이용하여 재집권에 간신

히 성공하여, 5․18의 주요책임자인 노태우는 5년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재집권은 폭력과 권위의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권연장을 이

룬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988년 제6공화국의 성립시점으로부터 5․18은 사회운동의 쟁점에 더하여 

현실정치적 쟁점으로 비약되었다. 6공정부는 본질적으로 군사정권의 연장이었

지만 새 정부는 5․18을 폭도들의 반란으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성격

규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정부는 ‘광주의 학생․시민들의 민주주의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

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198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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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기념물 건립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8) 

그러나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의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5․18의 가해자(군부)와 피해자(시

민) 모두가 정당하다는 것이어서, 알맹이 없는 타협책으로서의 한계를 명백히 

지닌 것이었다.

1988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이하 ‘광
주청문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청문회는 1999년 2월 24일까지 모두 17회의 

회의를 개최하 고, 그 장면은 TV로 생중계 되었다. 증인은 모두 67명이었으

며, 그 가운데는 광주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가 아직 권좌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청문회는 정당간의 치열한 공방하

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9)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전두환

은 백담사로 자진 유배의 길을 떠났다가, 1989년 연말 여․야의 광주문제 종
료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증언을 함으로써 5공청산의 대

미를 장식한 것처럼 보 다. 성과라면 광주‘민주화’운동으로의 재정의와, 피해

자에 대한 ‘보상’을 입법화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성과는 민주화진 의 요구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1993년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상황은 바뀌었다. 새정부는 기존의 집권당의 

연장이었지만, 과거 민주화운동에 전념했던 야당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때문에, 스스로 문민정부로서 과거 군사정권과의 질적 단절을 선언하 다. 그

러나 과거 정치세력과의 야합으로 구성된 정치적 기반하에서 5․18에 대한 국

민적 요구를 그대로 수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삼 대통령은 자신의 문

민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로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선언(1993. 

5. 13)하면서도 5․18을 현실적 쟁점에서 ‘역사적 문제’로 돌리자고 했다가 거

센 반발을 자초하 다.
5․18에 대한 법적 종결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한국 형사소

송법상으로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종료된다. 

1979년과 1980년의 두 쿠데타와 민간인학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은 공소시

효라는 법률적 장애 앞에 종결될 수 있었다. 검찰은 집약적인 수사활동을 진

행했지만, 1994년 말에 12․12쿠데타에 대하여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

8)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1992, 301쪽.
9) 청문회의 전체 내용은 자료총서 제3권-5권,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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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기소유예’의 처분을10), 1995년 들어 5․18에 대하여는 내란적 요소를 인

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들의 범죄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집권에 성공하여 수많은 법적,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그들이 현정부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

다.11) 검찰과 정부는 그러한 절충적 결론으로 쟁점의 소용돌이를 빠져나가기

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지 않았다. 광주의 피해자 단체는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검찰의 결정에 대하여 반발했다. 전국 곳곳에서, 각양각층의 인

사들은 검찰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 성명서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

다.12) 그같은 갈등국면에서 광주학살의 주모자로 꼽히던 두 전직 대통령이 보

유한 천문학적 비자금 사건이 폭로되었다. 국민들은 그들의 처벌을 위한 특별

법 제정, 정치화된 검찰 대신 독립적인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제의 도입, 헌
법파괴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 다. 

국민적 여론에 떠 려, 또 한편으로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하에 김 삼 

대통령은 특별법의 제정과 반란/내란범에 대한 재수사와 기소를 명하 다.13) 

국회는 두 개의 특별법을 제정하 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하

면서, 헌법재판소는 위의 두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 다. 검찰은 다시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사하 고, 1979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군사반
란,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 다. 이리하여 5․18은 정

치적 쟁점으로부터 현실법률적 문제로 전화되었다.

10) 서울지방검찰청,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자 재벌과 법적 쟁점, 대한변호
사협회 편, 인권보고서, 1995, 397쪽.

11) 서울지방검찰청,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박은정․한인섭 편,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225-227쪽.

12) 이러한 기소촉구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시민불복종’ 내지 ‘작은 저항권’의 행사
로 명명되었다. 박은정, “법․힘․저항”, 박은정․한인섭 편, 앞의 책(1995), 16-21쪽.

13) 1995. 12. 12.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로 제2의 건국’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
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나라에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분
명히 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래야만 지난 어두운 시대가 남긴 국민적인 아픔과 상처도 보다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역사바로세우기’야말로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나라의 밝은 앞날을 
여는 ‘명예혁명’입니다.”(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 삼 정부 국정5년 자료집, 1, 1997,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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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특별법의 제정

국민적 압력과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5․18에 대한 새로운 법적 조

치를 취하 다. 하나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4)이고, 다른 하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15)이다. 이 법률은 헌정질서를 파

괴하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본원칙

을 정하고, 과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었다. 
여기서 소추권행사의 장애라 함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집권한 기

간 동안에는 사실상 그들의 헌정파괴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집권이 종료된 뒤에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

다.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도

록 하 다(재정신청제도). 셋째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특

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특별재심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자

들이 국가의 공훈자로 평가되고, 민주적 저항권을 행사했던 인사들은 내란죄

로 단죄하 던 과거의 재판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넷째, ‘오로

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을 취소하고 훈

장을 치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 다. 다섯째,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 다. 이러한 

입법의 정신은 그동안 민간사회단체에서 주창해온 5․18의 해법을 입법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3. 5․18재판의 특징 및 판결

이러한 입법조치와 아울러 검찰은 독자적 수사를 통해 1979년과 1980년에 

저질러진 집권군부의 두 쿠데타를 1996년 1월 18일 기소하 다.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 2인, 장성 및 장관을 역임했던 군인들이었다. 더욱이 내란죄 등의 

사건은 그들의 집권이후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재판과 동시에 이루어져 재벌

14) 법률 제5029호, 1995. 12. 21.
15) 법률 제5028호, 199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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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군대․정치․기업계의 최고위 

인사들이 재판정에 총집결하 다. 그리하여 이 재판은 ｢세기적 재판｣ 혹은 ｢별

들의 재판｣이라 부를만한 실질을 갖고 있었다. 검찰의 기록물도 15만 쪽에 이

르 고, 재판이 끝나기까지 1톤 분량의 자료가 집적되었다.

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었던 것은 단지 피고인의 지위나 재판의 외형상 

특징 때문만이 아니다. 이 재판이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원죄’를 단죄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모든 재판관여자와 국민들은 알고 있었

다. 이 재판 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될 수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다양한 법적 기법을 구사했다. 첫 번째 방어논리는 

그 재판의 ‘정치성’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미 1989년의 국회청문회의 종결과 함께 정치적으로 종결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음을 내세웠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처벌받는다면, 내란
범과 합당하여 탄생한 현정권도 그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 논리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둘째, 그들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갖가지 

방식, 가령 묵비권의 행사 등으로 맞섰다. 그러한 방법은 물론 과거의 형사소

송법에도 보장되어 있던 것이지만, 그들의 집권시에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여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 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민주주의 하에 살고 있음을 역설

적으로 증언했던 셈이다.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대규모성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치와 법이 섞이고, 실질적 불법이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거는 이미 조작되거나 멸실되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했던 사건’이라고 회고하 다. 처벌의 결
론은 같이하면서도, 처벌의 논리 구성에서 심급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예증하는 한 보기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12․12에 대하여는 군형법상의 반란, 5․18에 대하여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으로 단죄되었다. 수괴급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이, 제2인

자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징역 17년이, 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하여는 대개 징역 

8년부터 3년 6월 실형이 확정되었다. 다음 <표 1>은 그들이 받은 형벌의 내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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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2·12事件 및 5·18事件 被告人別 確定刑量16)

이름 當時 職責
確定刑量
(大法院)

宣告刑量

1審 抗訴審

全斗煥 保安司令官
無期懲役, 
추징금 

2천2백5억원

사형
추징금 

2천2백59억원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盧泰愚 9師團長
懲役 17년
추징금 

2천6백28억원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천8백38억원

징역 17년
추징금 

2천6백28억원
黃永時 1軍團長 징역 8년 징역 10년 징역 8년
鄭鎬溶 特戰司令官 징역 7년 〃 징역 7년
許和平 保安司秘書室長 징역 8년 〃 징역 8년
李鶴捧 保安司搜査局長 〃 〃 〃
許三守 保安司인사처장 징역 6년 징역 8년 징역 6년
李嬉性 계엄사령관 징역 7년 〃 징역 7년

兪學聖 국방부군수차관보
공소기각

(재판중사망) 〃 징역 6년

崔世昌 3공수여단장 징역 7년 〃 징역 5년
周永福 국방부장관 〃 징역 7년 징역 7년
車圭憲 수도군단장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6월
張世東 30경비단장 〃 〃 〃
申允熙 수경사헌병부단장 〃 징역 4년 〃
朴琮圭 3공수15대대장 〃 〃 〃

朴俊炳 20사단장 無罪 無罪 無罪

Ⅲ. 5․18 재판의 법적 쟁점

5․18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은 수많은 법적 쟁점에 직면했다. 개개의 쟁점들

은 형사법적 검토에 더하여 헌법적․법철학적 검토를 요하는 것들이었다. 여

기서는 재판과정에서 해결해야 했던 핵심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

다. 제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인 대법원17)은 약간의 상이한 법적 접근을 

16) 중앙일보 1997. 4. 18.
17) 제1심판결은 서울지법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 항소심은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대법원판결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문 및 상소이유서 등은 대법원판례집 제45권 1집[12․12 및 5․18관련 
특별호], 법원도서관, 1997에 모두 실려있다. 위 판례는 이하에서는 집 45-1로 인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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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체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했다. 이러한 쟁점은 이행기적 정의

(transitional justice)와 관련하여 대면해야 할 주요 쟁점이기에, 그에 대한 특별

한 검토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1.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

애초 검찰이 5․18에 대해 불기소하면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이미 새로운 법질서가 확립되어 기존의 질서는 이론상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

여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론을 폈다. 불처벌의 이론을 요청받고 있었던 당시

의 권력정치적 상황에의 종속성을 제외한다면, 검찰의 법적 고민은 내란범을 

처벌할 경우에는 헌정과 법률의 단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내란범의 처벌은 ‘새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실효성을 부여받아 유지되

어 온 헌정질서와 법질서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치적․사회적․법률적으로 중

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
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행위에 대한 규범력

을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근본규범의 변동으로 새 질서가 법률질서가 된다든

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새 질서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등의 이

유로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의거하여 검찰은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18)

이러한 검찰의 입장은 법학계의 전면적인 반발에 부딪쳤다. 법학자들은 먼
저 5공헌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갖고 수립된 1987년 헌법하에서 5공

화국 하의 불법적 법률(unrechtes Gesetz)을 청산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법

적 조치를 취했음을 주목한다. 국회의 특별위원회는 광주특위, 5공비리특위, 

법률개폐특위를 운 했으며, 그 과정에서 광주항쟁은 민주화운동임이 정치적으

로는 물론 법률적으로 공인되었다. 또한 1980년의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만들

어진, 그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정당성이 의문시되어 온 사회보호법, 국가보
안법, 집시법 등이 개정되었고, 사회안전법은 폐지되었다.19) 1988년부터 시작

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들은 이들 제반 불법적 법률을 합헌적으로 개폐

18)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박은정․한인
섭 편, 앞의 책, 240-242쪽.

19) 법제처, 6․29선언과 법제개혁-어디까지 왔나-, 1989; 대한민국국회 민주발전
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법률안심사자료집,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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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큰 기여를 하 음도 명기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과거의 불법적 법

률에 대한 합헌적 수정(입법, 재판, 헌재의 결정 등을 통한)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쿠데타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들을 다시 쿠데타적 방법이 아니

라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정해 가는 것은 민주헌정의 한 특색이자 장점을 이

루는 것이다.

승리한 쿠데타 세력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법리 

전개가 새로이 요청되었다. 기존 질서를 뒤엎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일괄적으

로 불법화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으며,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누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철학과 

형법에서는 지극히 유보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회피될 수 없

게 되었다. 즉 혁명과 쿠데타, 반란의 구별기준을 획정하는 문제, 쿠데타적 폭

력과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폭력 사이의 구별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정면대두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판례에서는 저항권을 실정법적으로나 판례의 근거로서 채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왔다.20) 그러나 본 재판에서는 자연법, 저항권, 헌법수

호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존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항소심 판결21)은 그 문제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답변을 시도했다. 항소심 

판결은 일단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한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부합하면 합법
성을 얻지만, 헌법 위에는 ‘정의와 선, 그리고 평화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인 법의 원칙이 존재하고 이를 자연법으로 부른다면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하는 내용의 헌법과 법률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국가의 헌법 내지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

는 인식이 그 사회에 팽배하여 마침내 그 불일치를 힘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급

격한 투쟁이 전개될 때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은 현존하는 정치제도

의 급격한 파괴와 새로운 기초에 바탕을 둔 신제도의 수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 그러므로 혁명이 성공하면 기존의 헌법과 이에 근거한 법률은 원천적

으로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단지 혁명정부의 이념과 시책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의 법규범만이 효력을 유지한다. 혁명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은 허용되

지 않으며 혁명행위를 반란이나 내란의 범죄로 인정하는 데 적용될 기존의 법

20) 대판 1975. 4. 8. 74도3323; 대판 1980. 5. 20. 80도306 등 참조.
21) 집 45-1, 607-7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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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혁명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처

벌할 수는 없게 된다.

그에 대하여 쿠데타는 그 정부형태에 따라 권력이 1인에게서 다른 1인에게

로, 또는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변화가 

정부 자체에 국한되고 전체 국민에 대한 향은 최소한도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쿠데타는 그로 인한 변화가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쿠데타는 혁명에 수반되는 광범위한 

변화를 대개 초래하지 않으며 보통은 기존의 정부조직과 사법제도 그리고 사회

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쿠데타는 법이 정한 권력승계의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힘으로 강압하여 권력을 인수하는 것이

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원은 대체로 유지되며, 정부권력의 핵심 구성원만이 

교체된다. 그러므로 쿠데타가 성공하여도 기존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 쿠데타 정권의 불법성과 쿠데타행위의 

범죄성을 추궁하는 문제제기가 빈번히 일어난다.22)

다시 말해 혁명이 기존 질서가 자연법과 현저히 충돌할 때, 광범위한 국민

의 승인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기존질서의 급격한 변혁을 말한다면, 쿠데타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이며, 자연법과의 충돌이
나 광범한 국민의 승인은 없다. 혁명이 제도와 근본가치의 변혁이라면 쿠데타

는 주로 권력핵심의 인적 교체를 결과한다. 때문에 쿠데타는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성 및 범죄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쿠데타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로 쿠데타가 가진 세 

가지 얼굴, 즉 합법성, 불법성, 그리고 범죄성의 측면에 주목한다. 먼저 쿠데타

에 성공한 정부가 행하는 행위 중에서, “선량한 정부(good government)가 ···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행하 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쿠데타 정권이 취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쿠데타 정권의 조치에 

대하여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3)라고 한다. 선량한 정부 혹

은 통상의 정부가 했을 일을 쿠데타 정부가 행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견

지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데타 정권의 합법성과 쿠데타 자체의 범죄성 측면은 엄격히 구분

22) 집 45-1, 613쪽.
23) 위의 책, 6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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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쿠데타 정권에 대한 합법성 부여 여부는 쿠데타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뿐이지 쿠데타 자체의 범죄성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 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억압하고 그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 역시 불법한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는 정권자체의 

불법성을 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쿠데타 자체의 범죄성, 쿠데타 정부가 행한 

각종 권력남용의 불법성과 범죄성은 이른바 쿠데타의 성공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에 따르면 ‘성공한 쿠데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약하고 있다.

그러면 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법이론상의 난점 

때문이 아니라 법집행자의 힘이 쿠데타 세력의 힘을 제압할 정도가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소위 성공한 내란이라 해서 그 과정의 불법성과 범죄성이 치유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5․18 재판 자체가 이미 쿠데타세력의 힘을 제압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

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

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

다.24)

이리하여 법이 힘에 의해 굴복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바로잡고, 폭력에 대한 

법적 심판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한 데 본 재판의 역사적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다.

2. 5․18재판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인가?

5․18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및 

24) 위의 책,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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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으로 단죄되었다. 그동안 12․12쿠데타와 5․18학살에 

대하여 군사정권은 ‘구국의 결단’으로 자화자찬했다. 관여자들은 훈장을 나누어 

가졌고, 시민저항자들은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되었다. 그러다 1988

년에 들어서 저항자들의 행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재규정되었지만,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서 ‘하극상에 의한 쿠

데타적 사건’(12․12사건), ‘내란죄에 해당하나 역사적 평가에 맡길 사건’(5․18
사건)으로 수사학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그것은 정치적 평가에 불과했다. 그러

나 사법적 판단이 뒤따르지 않는 정치적 평가는 단지 입발림이라는 비판을 받

았다.

그러한 소극적 입장은 1995년 들어 결국 반전되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

을 때,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떠올랐다. 첫째, 5․18특별법이 소급효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가? 둘째, 검찰의 기소시점은 15년을 상한선으
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쟁점

은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쟁점은 법원에서 치열하게 논란되었다.

변호인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가 위헌

이라 주장했다. 동조 제1항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

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

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 종료

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공소시효

가 지난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

하며,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이 조항은 ‘특정인의 특정사건에 대하여 국가형벌

권이 특정기간동안 연장되어 존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사건법률은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25)는 이 법률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개

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

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일단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

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다면 헌

25) 헌법재판소 결정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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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대한 공익으로써 ‘왜곡

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

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

소시효 소멸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라 본다. 

다시 말해 부진정소급효를 가진 형법규정은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대한 공익의 또다른 중요한 논거는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추가 실질적으

로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형사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소추기관이 법제도상 군사반란 내지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억압당함으로써 이들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소

추권행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반란행위나 내란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법률의 기능이 마비되어, 적어도 위 행위자들에 관한 한 법치국가적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법률의 집행이 왜곡되는 법질서상의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를 넘어 법규범 내지 법치국가적 제도 자체

에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장애로 군사반란행위자와 내란행위자가 

불처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다고 보아야 하며, 또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으로 성

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치되고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

에도 합치한다.

다시 말해 범죄의 특성(헌정질서파괴적 범죄), 형사소추상의 중대한 장애, 

그리고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법적․역사적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개별사건법률

의 위헌성, 부진정소급효의 문제점 등을 넘어서 합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소급적 형법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진정소급효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는 훨씬 제한적 태도를 보여주

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국가적인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헌임을 밝혔다. 반면 4인의 재판관은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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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

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자에 대한 사후처벌은 그동안 소추하기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하여 소추의 길을 연 것이 되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와 공평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 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

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국

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

여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 반면, 집권과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

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

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

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하다.)…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

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조항은 헌법적으로 정

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헌정질서파괴범죄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실효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일반국민들에 대한 시효기간과 동일하게 맞춤으로

써,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불평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범죄행위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질

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진정소급효에 대하여는 위헌론의 입장이 보다 우세했지만, 현행 헌법재판소

법 제23조는 위헌결정을 위하여 6인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5인만의 위헌론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그리고 부진정

소급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전원일치로 합헌임을 선언하 다. 다만 과연 

이 사건이 공소시효 15년을 완성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실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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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것이었다.

검찰은 1996년 1월 18일 공소를 제기하 다. 이 시점은 1979년 12월 12일

의 시점(쿠데타), 1980년 5월 17일에서 27일까지의 쿠데타, 내란, 학살 등의 

시점에서 만 15년을 경과한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만일 헌법재판소가 진정소

급효를 위헌이라 선언했다면, 그 공소사실은 실체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면

소판결로 종결될 사안이었던가. 이때 핵심적인 이슈로 과연 공소시효의 기산
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국토를 僭窃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목적으로 暴動’

한 행위를 말한다. ‘국헌의 문란’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91

조)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문을 되새겨보면, 내란죄는 어떤 단일한 행위만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일련의 정치적․군사적․법적 조치를 통하여 실행되고 완성

될 수 있다. 이때 개개의 행위와 전체 행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

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개개의 행위가 폭동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써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개개의 폭동행위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

우에는 그 전체를 내란죄의 포괄적 일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내란적 행위는 하나 하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개의 
내란적 조치들이 서로 인과적 관련을 갖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는 접속범(제1심, 대법원) 혹은 계속범(항소심)으로의 법적 구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접속범인가 계속범인가 하는 것은 내란죄의 본질

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논쟁으로서의 

의미를 띠었다.

본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내란죄는 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

에 도달한다는 즉시범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내란죄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거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각 법원은 비상계엄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국정활동이 마비되었던 

기간(1980. 5. 17∼1981. 1. 24)까지는 적어도 내란행위의 진행중이라는데 합치

했다. 계엄령을 실시하고 군대를 통해 정부기관과 도심을 장악하며, 시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압살하는 것은 내란죄의 행위의 태양인 폭동의 요건을 충족

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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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은 (내란의 수단이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을 내란죄의 폭동의 

종료시점으로 보아, 1981년 1월 24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제1심 판결은 개개의 폭동행위 간의 관계를 접속범으로 이론구성하 다. 그러

나 항소심은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폭동은 개념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과 반복, 그리고 다수인에 의한 다수행위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의 죄는 즉시범이 아
니라 계속범이라 보았다. 항소심은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은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그 저항에 대한 폭동진압식 탄압은 지속되었음

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내란집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내란

이 법적으로 ‘종료’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국민적 저항은 1987

년 6월 항쟁에서 정점에 이르 으며, 내란집단은 결국 1987년 6월 29일 집권

당 대표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
이 수용함으로써 폭동사태는 종식되었다. 때문에 내란의 종료시점은 1987년 6

월 29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확대된 해석을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제1

심의 견해 즉 비상계엄해제일을 내란죄의 종료시점으로 확정했다. 이 날짜는 

검찰의 기소시점으로부터 만 15년에 6일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법원

의 판시는 결정적이었다. 항소심의 확대해석은 배척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함으로써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상관없이 5․18재판

의 법률적 정당성과 합헌성을 확정지었던 것이다.

3. 광주학살에 대한 형사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5․18을 통해 수많은 인명이 군인들에 의해 살상당했다. 누가 그 살상에 대

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고, 쿠데타의 성

공을 위해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해야 할 ‘필연성을 갖고 있었던 개인/집단’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현지에서의 대규모 살상을 지시한 직접증거, 가령 

명시적인 발포명령문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자신들이 광주학살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

하면, 광주 학살은 우발적인 과격시위에 대하여 현지 군인들이 자위적인 조치

로 자율적 정당방위를 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1980년 5월 27일의 

확고한 지휘체계에 따른 학살에 대해서도 그들의 역할을 부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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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주장은 물론 효과적으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군 지휘체계상의 어

떠한 결함도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의 계엄사령부에서 병력을 파견․증

파하고, 군수장비와 총기․탄약을 체계적으로 배급했다. 둘째, 피고인들은 광

주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고받고 있었다. 군사통신망에

는 어떤 혼란도 야기되지 않았다. 셋째, 광주 현지에서의 부대의 행동을 중앙

에서는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통제했다. 초기의 파견군대의 과잉진
압에 따른 시민들의 분출하는 분노가 파견군대의 처신을 어렵게 한 점이 인정

된다고 해도, 병력의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더 큰 불상사를 면할 수단을 군대

는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내란목적 달성을 

위해 군인들의 생존과 시민들의 생존을 모두가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내란지

휘부에서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조직체범죄의 경우 각 관여자들의 책임의 경중을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개인의 살상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조직체에 의한 살상행위는 다수의 인사들이 상호분업을 통

한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살상이 이루어진다. 5․18 관여

자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내란목적‘살인’)관여사실을 부인하 다. 전두환은 자

기권한 밖의 일이라 했고, 계엄사령관(이희성)은 자위권발동을 중계발표했을 

뿐이고, 국방부장관(주 복)은 대책회의에 사회를 했을 뿐이고, 1군단장(황
시)은 작전명령서를 단지 전달했을 뿐이고, 특전사령관(정호용)은 보급품 지원

과 작전상의 조언만 했을 뿐이고, 광주 현지의 지휘관이었던 소준열과 박준병

은 단지 명령대로 행동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반면 관급 이하의 일선 장교

와 사병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이 경우 누가 대량살상의 책임자인가. 그것은 개인범죄와 정반대로 해석되

어야 한다. 개인범죄의 경우 최후의 행위자가 정범성을 갖는다. 그러나 조직체
범죄의 경우 실제 발포자일수록 낮은 직급에서 명령을 받드는 위치에 서며, 

일종의 도구처럼 이용된다. 책임의 정도는 현장에서 떨어져 지휘명령체계에서 

상위에 있는 자, 더 정확하게는 전체 지휘명령체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범죄의 수괴가 되며, 명령계통에 서있으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한 자는 

범죄의 주요임무에 종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죄책의 경중을 판단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배권 및 재량권의 존재 여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지배가능
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5․18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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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군수뇌부로써 일선병사들에 의해 자행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직체범죄에 대한 정확한 범죄학적 이해에 기초하

여 판결한 것 같지 않다. 전두환의 살상책임도 다소 애매하게 처리했고, 황

시, 정호용에 대하여는 혼선을 빚었다. 제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란

목적살인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 던 데 반해, 항소심은 광주재진입작전에 ‘실
질적으로 관여’(황 시), ‘측면에서 지원’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는 경우에

도 다른 방법으로 시위진압에 조력하 고 그것이 시위진압행위에 가공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정호용)에는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일선병사들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가. 5․18재판에

서는 관급 이하의 장교, 일선병사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기에, 이 점
에 대한 논란은 법이론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군대조직체의 일원으

로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혹은 하나의 ‘도구’처럼 행동했던 점에서 참작사유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형사법적으로 하나의 ‘도구’로써 다루어져야 하는가.

광주에서의 군인들의 살상행위는 모든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잔혹했다. 시위군중 뿐 아니라 단순한 방관자에게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몽둥이․대검․총기 등 모든 잔학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질러졌기에 인간으

로서 생각할 수 없는 만행이었던 것이다.

물론 병사들은 시키는대로 했고,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으

므로 그들의 행위는 살인․상해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공소시

효(15년)가 재판당시 이미 종료한 때이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법이론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

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선병력의 경우 무조건 상부지시만 따르면 면책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광주시위 진압행위가 ‘국가기관의 경찰행위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므로 적법한 행위’라든가, ‘시위대의 공격에 대한 계엄군의 방어행위로 인한 

살상행위는 계엄군의 입장에서 보아 정당방위’라든가 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제1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당연히 배척하

다. 그러면서도 제1심 판결문에서는 계엄군들이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피
고인들이 명령계통을 통하여 하달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명령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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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진압 및 살상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즉 위 명

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그 수행을 거부하기를 위 계엄군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26)으로 판시하 다. 그 근거로서 당시 비

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어 있었고, 계엄군들이 상명하복관계가 철저한 

공수여단 소속인 점, 시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많은 

총기를 소지하게 된 상황인 점을 들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의 죄책을 논하면서 그들이 ‘상관의 위

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면 적법행위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 다.

물론 하급지휘관과 병사들은 내란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고, 광주시민들이 

폭도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주입받았다. 또한 비상계엄하에서 항명하는 것은 1
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단심제라는 사

실을 고려하면 계엄하에서 개별 군인들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은 극도로 억압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안적 상황인식 및 대안적 행동가능성이 극히 억압되

어 있었던 점은 사실이었고, 그러한 제한된 인식을 토대로 살상의 기계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이 시민에 대한 살상을 포함한 명령이라면 무조건 적법행위

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일이 아니다. 아무리 상명하복이 철저한 부대라고 

해도 위법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으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껏 확

고한 판례의 경향이다. 비무장 시위에 대한 진압과 살상, 발포는 물론이고 도

청을 점거한 무장 시위대의 경우에도 병력과 훈련 정도, 화력 면에서 압도적

으로 열세인 시민군에게 적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자행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면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적절한 ‘양심의 긴장’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살인행위, 그 중에서도 시민에 대한 살인행위를 

단지 어쩔 수 없는 명령이었다고 해서 정당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특단의 사

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집 45-1, 893-8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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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타인에 대한 생명권의 침해를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논리로 

정당화하거나 면책시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자. 첫

째, 유엔의 한 보고서27)는 ‘적절한 복종’(due obedience)과 책임의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첫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그 행위가 정부나 상급자의 명

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하급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거나 법률적인 

감경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라고 선언
하고 있음을 보아도 명령복종을 이유로 면책시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그 행위가 하급자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경우 상급자는, 범행이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범행을 예방․제지하는 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모든 하급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통제범위 내에서 이루

어졌다면 상급자의 형사책임은 당연하다.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
는 군대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둘째, 통일전 동독에서 탈출하려는 비무장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동독병사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통일후 독일법정에서는 이를 유죄로 선고하

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장벽경비병들은 동독 자신의 법원

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법―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

의 절대적 존중―을 위배했다고 판시하 다. 비록 그 경비병이 당시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살상의 명령은 그 국가를 이

탈하려고 하는 비무장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28)

또한 광주에서의 살상행위를 볼 때 시위진압적 차원,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 자행된 수많은 범죄사례가 있다. 초기 단계에서 구경하

는 시민들을 무차별 난타한다든지, 건물 내에까지 들어가 타격하고 끌고 간다

든지, 여성에 대한 난폭한 성폭력이라든지, 주택가․상가․학원 등에 난입하여 
잔학행위를 한다든지, 여관에 있는 부부를 끌고 간다든지 하는 잔혹한 살상, 

구타, 체포 행위에 대하여는 지휘권자는 물론 실행자(병사)의 형사책임도 물어

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광주 외곽에서의 양민학살적․보복적 살상행위 역시 

27)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E/CN.4/Sub.2/1996/18.

28)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K.-H. W. v. Germany, 
Application no.37201/97, 03/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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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화도 불가능하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지 지휘관과 사병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대불가능성의 논리를 일

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토록 잔학한 행위를 자행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몰았는지 하는 점이 낱낱이 규명되어

야 한다. 병사들과 하급장교들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예컨대 제도적․상황적 
압력, 위협과 강제, 훈련과정과 내용, 그들에게 주입된 왜곡된 지식)을 규명해

내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 범죄한 자가 강요된 행위(형법 제

12조),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등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이다.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었던 수준의 지휘관은 물론이고, 같은 사병 중

에서도 예외적으로 잔혹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추궁

되었어야 마땅하다. 과거의 행위의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밝혀 장래의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

해서이다.29)

Ⅳ.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

5․18 재판은 지난 십여 년간 논의되어온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응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저질러
진 권력집단에 의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범죄임을 선

언함으로써, 그와 관련하여 저질러진 여러 권력남용 행위들이 불법 혹은 범죄

로 혐의지워질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5․18항쟁을 논의하는 10여 년의 과정을 통해 과거청산의 과제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의 5가지로 압축되었다. 이를 <광주

5원칙>으로 요약하기도 한다.30) 이 원칙은 우리의 과거청산의 기본 원칙이지

29) Manfred J. Gabriel, Coming to Terms with the East German Border Guards 
Cases, 38 Colum. J. Transnat'l L. 413. 

30) 정근식,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
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174쪽; Jung Keun-Sik, “On 
Historical Significance of Kwangju Uprising and the May Movement”, in Asian Human 
Rights Charter and ‘Kwangju’ 182-189(Kwangju Citizens’ Solidarity/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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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제적 기준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 이하에서는 5․18 재판과 이후의 전

개를 통해 이 5가지 과제의 진전도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다.

1. 진상규명

5․18에 대하여 피해시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요구한 것은 진실, 그것도 

5․18학살과 내란행위에 대한 총체적 진실의 규명이었다. 먼저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광주피해자 및 지역민주화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피해사례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항쟁의 전과정은 1985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31)에

서 드러났으며, 주요 참여자들의 증언록은 1990년에 이르러 광주5월민중항쟁

사료전집 32)으로 정리되었다.

국회청문회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는 군부측의 기록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었

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측의 피해실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대량적 인권침해를 야기한 권력자측의 동향 및 국가권력의 움직임을 근원
적으로 파악하기엔 부족함을 느낀다.

제도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은 정치권 및 사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 먼저 정

치권은 1988년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상당량의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 증인조사를 마쳤다. 그 중에는 군부의 

작전일지와 군부측 증인도 포함되어 있었다.33) 청문회는 TV로 생중계되었다. 

그러나 광주특위는 아직 정부와 군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의 방해 

때문에, 또한 정치적 공방의 와중에서, 진실의 주장이 난무했을 뿐,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실패했다.

다음 검찰은 1994년부터 5․18책임자들을 직접 수사하고 신문함으로써 보

31)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광주의 진실을 생생하게 참여자의 입장에서 다룬 이 책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
으켰다. 이 책은 1999년에 어로 번역되었다. Lee Jae-eui,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9.

32)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5월 민중항쟁 사료전집, 풀빛, 1990. 여기에는 
직접 참여자 및 피해자 500여 명의 생생한 증언과 전 상황, 관련자료를 집대성한 것이
다. 이 자료집의 일부는 이광 ․전춘심 외, 광주여 말하라: 광주민중항쟁 증언록, 실천
문학사, 1990으로 재편집되어 간행되었다.

33) 계엄사령부, 상황일지(1979. 12. 1∼1979. 12. 30);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일지
(1980. 5. 1∼1980. 5. 31); 전교사(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작전처 상황실, 전교사 작전상
황일지, 1980; 전교사,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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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의 검찰수사는 불기소를 

전제하고 착수했기에 제한된 수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광범

위한 기소요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쇄신된 검찰은 다시 본격적 수사를 벌

여, 1톤이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주요한 증인을 모두 신문하고, 피해자

조사를 광범하게 수행했다.

물론 정치적․사법적 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은 여러 미진한 대목을 남기게 된

다. 첫째, 피고인들 집단이 주요 증거를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훼손한데다, 있

는 증거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둘째,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었더라도 그 진실은 법정에 올라온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다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총체적 진실규명을 검찰

과 법원에 맡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검찰과 법원은 사건의 범죄성 여

부에 일차적 관심이 있으며, 유죄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을 일차적인 목적으
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의 범죄성에 집중한 대신, 피해자의 피해규모

와 피해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 점은 피

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고 및 보상사유에 의해 보충되어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을 통해 진실의 대강은 정립되었다.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장 우선적인 성과는 사건의 성격이 ‘광주 

전남 일원의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승격되었다는 점이다. 각계의 노력과 
검찰, 법원, 광주 여러 단체들의 노력이 합쳐져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었다. 

그중 일부는 재판의 자료로 쓰 고, 나머지 수집된 수많은 구술자료와 서류들

은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광주시>의 차원에서, 그

리고 <피해단체> 및 <시민단체>의 차원에서, 그리고 <학계>의 차원에서 입체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에 대한 국내적 접근과 함께 광주에서의 군부의 진압과 학살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가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군부의 기도, 특히 학살의 기도를 봉쇄해 

줄 것을 절망적으로 기원했다.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따르면,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하에 놓여있다. 미군은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할 수 있

는 법적 근거와 통제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의 움직임에 대한 아무런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믿음은 환멸로 변했고, 나아가 한반도에 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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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한 환멸감은 3차례 이상에 걸친 미문화원에 대한 

방화, 점거, 시위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 이후 반미구호가 사회저변으로 확산

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진압과 관련하여 과연 미국정부가 이를 재가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는가 하는 점은 지금도 여전히 쟁점이다.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점증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1989년 국회의 광주청문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34)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1980년 5월 16일에 1개 사단, 1개 

연대병력을 한미연합사로부터 철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당시 미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인사들은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 논조는 

‘우리는 사전에 몰랐다’는 무지의 항변, 알고 난 뒤는 불행한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화자찬식 항변으로 가득차 있다.35) 그

러나 이후 드러나는 미국정부의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없음이 판

명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1980년 5월 19일까지 광주에서의 사태진행을 몰

랐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상황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에 의해서도 반박되고 있는 실정이다.36)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도 있는 조사도 아울러 기대된다.

2. 책임자 처벌

5․18재판을 통해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성과가 
있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은 내란죄와 함께 내란목

적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초기의 과잉진압과 살상은 내란주요임무종사의 일부

로 간주되어 처벌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포함된 대규모 집단에 대

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일 수 없다고 할 때 그러한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대규모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가 지극히 적은 수의 처벌로 종결되

었음은 아쉽다. 다만 내란의 최고수뇌부들이 처벌받았다는 점은 과거청산의 

34) The Department of State, “U.S. Government Statement on the Events in 
Kwangju, Republic of Korea, in May 1980,” 20 June 1989.

35) William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John Wickham, Korea on the Brink: 
From the “12/12 Incident” to the Kwangju Uprising, 1979-1980(NDU Press 1999).

36) 이삼성, 미국의 ‘광주사태 무책임론’을 반박한다, 사회와 사상, 1989/5, 72-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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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처벌을 통해 광주문제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미 피해

자들이 1980년 계엄하의 법정에서 유죄선고가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모든 거꾸로 된 진실과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1980년의 군부의 주역들을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화하

는 것이었다. 5․18재판은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달성했다. 그로부터 과거청산
의 모든 과제들이 순조롭게 풀려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부핵심에 대한 유

죄판결은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치적 결정과는 다른 

질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과거의 불법을 교정하는 데 있어 재판을 통한 처벌은 불가피한 일부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남미와 남아공 등에

서는 재판을 통한 정의모델(justice model) 대신 진실위원회를 통한 진실모델
(truth commission model)을 활용해 왔다. 여기서 잠시 두 모델간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의모델은 과거청산의 전통적 방법이며, 이차대전 후의 

뉴른베르크 재판과 독일․프랑스의 나찌부역자 청산에서 그 뚜렷한 예를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칠레와 남아공은 진실모델의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특히 완전한 진실의 대가로 사면을 부여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진실모델은 

오랜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집단간․민족간 화해를 도모하는 유력한 방법

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최종적인 진실보고서는 특정 가해자․피해자의 인

적 사항, 피해사실의 내용 등과 함께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와 가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선언하는 자체가 일종의 

제재효과 및 경고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모델은 처벌과 진실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

을 받고 있기도 하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위원회의 구성은 광주문제의 해결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진실만’의 추구보다 ‘처벌과 함께’의 입장이 보다 우세했다. 형사처벌

은 광주의 대량적 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었다. 기소와 재판은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매우 유력한 방법이었다. 그럼으로써 한국

은 ‘진실과 정의의 교환’(trade-off between truth and justice)이 아니라 ‘정의를 
통한 진실’(truth through justice)의 방식을 실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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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결은 진실위원회의 결정보다 더 높은 설득력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진실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하에 있고, 그 위원 선정

에서 자의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권한 면에서 조사권이 있다고 해도 강제

수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조사에서 증거법의 엄격한 원칙을 완전히 구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법적 진실은 다르다.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의 주장은 

변호인의 반대주장에 의해 탄핵되어지며, 전문증거 배제 등의 증거법의 원칙
이 관철되고, 증인은 법정에서 소환되어 교호신문 및 탄핵신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는’(beyond the reasonable doubt) 확신을 법관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의 판결은 다시 상소되어 다투어질 수 있으며, 결국 3번씩이나 심리를 거

듭한 끝에 최종판결에 이르게 된다. 단일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

어, 단기간의 정치적 공세로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
다. 때문에 적어도 단일사안에 있어 사법적 판단이 진실위원회의 판단보다 반

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할 수 없다.

내란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반발이 보통 뒤따르

며, 많은 나라에서는 그 내란과 현실적, 심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군부측의 

반발이 격심하다. 여러 나라에서 과거청산의 도상에 군부의 쿠데타와 직면하

게 되고, 그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했던 사례를 볼 수 있다(스
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등).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역차원에서 미미한 

반발을 제외하곤, 조직적인 반발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5․18재판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그 원인을 되새겨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우선 형사처벌에 가장 조직적으로 반대함직한 군부에 대한 완벽한 문민통제

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이다. 1961년의 한 쿠데타를 제외하곤, 군부가 대통령의 
통수권에 저항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군부출신 대통령이 군의 힘으로 

통수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87년이래 군부의 향력은 점

감했으며, 특히 1993년 김 삼 대통령은 군부의 정치적 의지를 완전히 꺾고 

문민통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점에서 문민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을 평

가할 수 있다.

둘째 반정부투쟁을 통해 역량을 모아온 민간세력은 1987년 이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가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처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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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힘이 처벌에 주저하거나 저항할 군부의 잠재적 힘을 압도하게 되

었다.

셋째, 1987년 시민항쟁에도 불구하고 군부출신은 선거를 통해 한번 더 정권

을 연장하는 데 성공하 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에 불과했다. 그 뒤에 집권

한 김 삼 정권은 결국 ｢역사바로세우기｣의 이름하에 과거와의 단절을 감행하

다. 그러나 노태우로부터 김 삼으로 대통령직이 이동할 시점에는, 군부정권
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연속선상에 있던 후임 정권이 전임정권의 핵심인물

들을 재판정에 세우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에서처럼 퇴임후를 대비하여 포괄적 자기사면법(blanket self-amnesty law)

을 제정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물론 그런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정치

적 다수를 확보할 수도 없었겠지만.

넷째, 민주적 대의에 반하는 군부의 정치개입은 이미 1980년 광주에서 엄청
난 시민의 저항과 유혈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군부는 그러한 유혈진압의 악

몽과 그로 인한 대중적 불신을 씻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후 군부의 정치일선

에의 재등장은 하나의 가능성이긴 해도 현실화되기 극히 어렵게 되었다. 예컨

대 1987년 전국적 항쟁의 물결 속에서도 군부의 투입과 진압은 이루어지지 못

했다. 따라서 유혈을 초래한 5․18사태를 재판하는데 다시 유혈을 초래할 수 

있는 군부의 투입은 더욱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때문에 5․
18재판은 미미한 정서적 저항을 제외하고는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세의 초점은 정치적 동원이 아니라 그 재판의 정치성

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는 공격을 내세웠다. 그리고 김 삼 정부의 태생적 한계, 다시 

말해 군부정권과의 합당을 통해 성립한 정권이기에, 자신들을 처벌할 만한 깨
끗한 손이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실 비난받을 만한 요소는 곳곳에 있었다. 최대의 문제는 정치화된 검찰의 

문제 다. 검찰의 경우 이미 12․12 군사반란 및 5․18내란죄에 대하여 그 혐

의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기에 그

것을 번복하여 기소한 자체가 자기모순이었다. 검찰의 정치성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피고인측의 그 점에 

대한 공격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측에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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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궁극적인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원 및 헌법재판

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법원은 정치적 예속으로 

비난받았고, 헌법재판기관은 개점휴업상태 다. 그러나 다행히 1988년 후 법원

은 내외로부터의 비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자기정비와 자기쇄신을 이룩하

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중립의 외관을 확보할 수 있었다.37)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우위와 인권옹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 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신뢰를 축적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 지만, 그래도 반대의견이 부각되어 가장 활성화

된 헌법재판의 시대를 열어갔다.38) 이러한 신뢰의 축적은 (1987년 이전의 정

치적 반대자들이 종종 재판거부를 한 방법으로 선택한 데 반해) 5․18피고인

들로 하여금 재판관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재판자체를 거부하지 못하게끔 하는 

배경이 되었다. 사법부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과거청산작
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바, 1995년경의 한국사회

에서 사법부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그 중립성 및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준은 

아니었다. 재판과정의 평온함과 재판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긍은 보다 나아진 

법원의 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최종적인 심판자로서의 사법부에 대

한 국민적 신뢰가 이행기의 정의를 확립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결정

적인 중요성을 가짐을 이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 누구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광주

에 파견된 현지 지휘관과 사병들의 책임에 대하여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다. 스스로 원치 않는 역할을 강요받다시피 하여 행동한 군인들을 처벌함은 

너무 지나치며, 군대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는 情狀論도 제기될 수 있다. 하

지만 이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무
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 권리는 충족되어야 한다. 형사시효가 만료되

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객관적인 진실의 규명에 따르는 장애요소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37) 한인섭, “권위주의 체제하의 사법부와 형사재판”,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115쪽 이하 참조.

38) 한인섭, “헌법과 형사법의 관계”, 위 책, 15쪽 이하; 정종섭,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 제
40권 3호, 1999, 22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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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없었음은 5․18의 책임자처벌과 관련하여 중

대한 한계로 남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사면과 관련된 쟁점이었다. 5․18내란

범에 대한 사면 여부는 재판 시작 시점부터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5․18처벌

이 국민적 요청이었지만, 그것을 재판과정으로 끌어올린 것은 대통령의 정치

적 결단에 힘입은 바 컸다.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결단은 상찬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안는 것이었다. 그들이 13년간 집

권하면서 뿌리내린 내란세력들의 정치적 토대가 남아 있었다. 특히 문제는 군

사독재정권이 지역감정을 악용했고, 그 때문에 지역주의는 현실정치적 힘을 

갖고 있었다. 내란집단도 일정 지역에 일부의 향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더

욱이 시기적으로 그들의 재판확정일(1996. 4. 17) 이듬해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인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1997. 12. 18). 박빙
의 승부 던 대통령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의 약간의 향력이라도 감안하지 않

을 수 없었으며, 또한 ‘관용의 정치인’으로서의 포장을 위해 모든 대통령 후보

들이 그들의 사면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데 한국정치의 

한계가 있었다.

그들의 사면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의 피해자 던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는 당시 대통령인 김 삼씨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형태를 취했다. 전두환, 노

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이때 사면․복권되었고, 나머지 인사들이 특별사면되었

다. 모든 인사들에 대한 특별복권은 199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자들은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그들의 실제 수감

기간은 대개 2년 1개월 정도 다. 물론 그들의 사면은 잔형(殘刑)의 집행면제

를 의미하는 것이며,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유죄사실이 사면을 통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다수는 그들의 사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었다.39) 사면은 과거청산이나 

국민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에 대

한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면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음

은 한국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대량적 인권침해자에 

39) 한인섭, “전두환․노태우 1심재판 입체분석: 5․18 살상, 진실규명은 이제부터”, 
신동아, 1996년 10월호, 622-6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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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범위, 정치적 사면의 허용 여부 등은 민주이행기의 

국가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3. 피해배상

광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은 여러 시기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주목할 것은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지

급한 근거(rationale)의 변화이다. 전두환의 집권기인 5공하에서는 일부 희생된 
시민에 대하여 ‘위문금’(comfort money)이 지급되었다. 1990년에는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에서는 ‘보상

금’이라 규정했다. 이러한 기조는 김 삼 정부하에서도 그대로 내려왔다. 그러

다 5․18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6조(배상의제)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즉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이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에 따라 개인이 
입은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보상이 아니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개

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불법행

위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지닌다.

보상의 내역 및 범위도 그 법적 평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1980년의 ‘위문금’: 광주항쟁이 강제진압된 직후 정부에서는 이를 폭동이

나 내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과정에 희생된 시민에 대하여는 ‘위문금’ 명목

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 다. 문자 그대로 폭도이자 내란범이라면 금전을 제

공할 이유가 없었으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러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대의 과잉진압, 학살사실을 반쯤은 시인하는 조치이기도 했다.40)

1980. 6. 6. 지급된 ‘위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인 사망자 149
명 중 113명의 유족에게 1인당 400만 원(사망자 중에서 총기사용자, 방화자 

등 적극 가담자들은 보상에서 제외하 다), 葬儀費 20만 원 등 모두 420만 원

씩 지급하 다. 중상자 122명에 대하여는 상이 정도에 따라 200만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 다. 또한 생계보조금으로 68명에게 1,480만 원이 지원되었으

40) 박원순, “배상의 측면에서 본 광주항쟁”, 박은정․한인섭 편, 앞의 책,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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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장구(補裝具) 구입비로 18명에게 2,811,000원이 지원되었다. 당시 확인된 

부상자는 858명이었으며,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로 582,420,589원이 지원되었

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위문금이 1인당 200만 내지 300만 원이 지급되었

다. 그리고 일부에 대하여 생계보조금이 지급되었다.41) 이 위문금은 국가예산

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재해의연금, 국민성금에서 지급됨으로써,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도적의 의적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42)

② 보상법에 의한 1차보상(1990년): 1990. 8. 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법률’(법률 제4266호)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5․18을 전후하여 

사망, 행방불명자, 상이자,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

질적 보상을 하기로 하 다.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부분

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154인에 대하여 총 17,042백만 원, 행방불명자 39인에 
대하여 총 4,914백만 원, 상이후사망자 73인에 대하여 총 9,155백만 원, 상이

자 1,900인에 대하여 총 111,177백만 원 등이 지급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총 

2,227인에 대하여 142,792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보상법에 따른 보상신청이 썩 내킨 것은 아니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보상만을 받는 것은 

돈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처벌 대신 보상(compensation in 
exchange of truth and punishment)이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에서 

보상신청 자체를 거부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당시의 대통

령(노태우) 자신이 5․18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거부감이 드는 것도 당연했다. 

보상범위도 사상자 등에 국한되었고, 5․18관련 피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보상법에 따른 2차보상(1993년): 1993년에는 군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

가 선거에 의해 들어섰고, 새 정부는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선언하면서 각종 기념사업 및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라 보상법을 개정하여, 아직 법률

41) 안종철, “광주시 대책”, 변주나․박원순 편, 치유되지 않은 5월―20년후 광주
민중항쟁 피해자 실상 및 대책, 도서출판 다해, 2000, 261쪽.

42) 박원순, 앞의 (1995),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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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사상자들과 함께 당시에 연행․구금된 자 모두에 대하

여 보상범위를 확장하 다. 그 취지에 부응하여 5․18관련 피해자들이 보상을 

신청하 다.

1993년의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추가신고를 한 경우는 2,750인이며, 그 

가운데 2/3 가량인 1,843인의 보상이 결정되었다. 행방불명자 8인에 대하여는 

총 987만원, 상이후행방불명자 1인에 대하여 142백만 원, 상이후사망자 10인
에 대하여 1,582백만 원, 상이자 총 755인에 대하여 총 26,828백만 원이 지급

되었다. 1990년에 인정되지 않았던 구속기소자(416인), 연행훈방자(653인)에 대

하여도 보상이 지급되었다. 총보상액은 392억 2,600만 원이었다.43)

④ 보상법에 따른 3차보상(1998년)

1993년의 보상으로써 대체로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일부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의 경우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보상신청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하여 보상법은 또다시 개정되어 새로이 보상신청을 받았다. 1998년에 지

급결정된 내용을 보면, 사망자 9인, 행방불명자 17인, 상이자 210인이 새로이 

보상대상자로 추가되었다.44)

특기할 것은 연행, 구금, 수형자로서 보상확정된 인사가 234명 선정되었다. 

이 보상대상에는 광주 현지에서 5․18에 직접 관여한 자 뿐 아니라, 광주 이
외의 지역에서 시국관련 수형자들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그 중에는 ‘5․

18을 배후조종하여 광주사태를 야기시켰다’는 혐의로 중형을 받은 ‘김대중 등 

내란음모 관련자’, 그리고 전국각처에서 5․18이전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처

벌된 인사, 5․18 이후 광주의 진상을 알리다가 연행구금된 인사들이 포함되

었다.

1995년 5․18특별법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은 배상
으로 의제(擬制)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광주의 보상은 배상으로 

재정의되면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분명하게 선언되었다. 따라서 5․18과 관련

된 제반 행위들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범위는 광주에서의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 뿐 아니라 연행

자, 시위자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적어도 금전배상 등에 있어서 민사상의 소멸

43) 안종철, 앞의 , 267쪽.
44) 안종철, 앞의 , 269쪽.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187∼237222

시효 등의 장애사유는 특별법에 의해 배제되었으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

으면 배상을 얻는 데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다.

이제까지의 보상작업의 성과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도 있다. 첫째, 보상

작업을 통해 전체 피해규모, 피해자수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45) 몇 차례에 걸친 보상의 추진을 통해 사망자, 부상자 등의 수치가 거의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실히 보상작업은 군부집단에 의해 저질러
진 희생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내는 데 기여했다. <표 2>는 피해자와 보

상규모를 집계한 것이다. 둘째, 처음에는 진상 대신 위문금으로 문제를 덮어버

리려 하다가, 국가보상법에 의한 보상으로 정식화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배상

으로 재정의됨으로써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도 바로잡혔다.

<표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46)

 구 분 人員 補償總計 補償金 醫療支援金 生活支援金 慰勞金 連行補償金

合 計 4,537 210,054 47,074 12,351 117,239 24,815 8,575
死亡者 154 17,042 5,983 - 10,780 279 -
行方不明者 64 8,251 2,333 - 4,550 1,365 3 
傷痍後死亡者 93 12,331 3,932 - 6,578 1,788 33 
傷痍者 2,865 149,198 33,138 12,312 84,358 17,735 1,655

其他(拘束起訴,
連行訓放 等) 1,361 23,232 1,688 39 10,973 3,648 6,88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의 인권침해와 희생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수많은 인사들이 총상의 파편조각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결손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크다. 신체적 

부상은 정신적 불안정과 질환으로 이어지며, 가정 및 사회생활상의 장애로 이
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각종 정신장애로 신음하고 있는 인사

45) 안종철, 앞의 , 289쪽. 
46) 위 통계는 1차(90년), 2차(93년), 3차(98년)의 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한 것

이다. 이후 4차(2000년) 보상신청을 받았다. 2000년 2월말까지 보상신청 시한으로 못박
았으며, 그에 따른 최종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 총신청자는 7,189명이며 이중 피해자로 
인정해 보상받은 인원은 모두 5,000명이다. 대상자별로는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64
명은 위의 도표와 같다. 부상자는 약간 늘어 3,193명으로 모두 1,723억 원이며, 연행․
구금자의 수 역시 약간 늘어난 1,589명에게 299억 원이 지급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보상액은 사망자 1억 1천만 원, 행방불명자 1억 2천만 원, 부상자 5,400만
원, 연행․구금자 1천 9백만 원씩이다(중앙일보 200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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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적지 않다.47) 5월증후군으로 명명되어진 현상들은 지금 상당부분 씻겨졌지

만,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은 권력의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개인과 지역사회

에 얼마나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산 교훈이 될 것이

다.

4. 명예회복

명예회복은 그동안 잘못 규정된 광주피해자들의 정치적․법적 지위를 회복

하고 사회적 오명을 바로잡는 것이다.

처음 광주시민과 항쟁관여자들은 ‘폭도’, ‘깡패’ 등으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낙인은 시민들을 폭력배로 비난함과 동시에 그들의 저항의 명분을 부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또한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역감정’과 ‘악성 유언

비어’를 들었는데, 이러한 관념은 광주를 타 지역과 분리시키고, 시민들의 주

체성을 부인하는 효과를 꾀하고 있었다. 나아가 광주시민들을 ‘고정간첩’ 내지 
‘불순분자’로 비난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북한 공산정권과의 연계를 암시하려

는 의도를 갖고 쓰여졌던 것이다.48) 요컨대 군사정권은 광주‘사태’를 일부 지

역의 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하층의 불평불만분자들이 타인에 의해 조

종되었거나 혹은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폭력을 자행한 일탈적 범죄에 불

과한 것으로 낙인찍으려 했던 것이다.49)

이같이 매도당했던 시민들은 자신들의 불명예를 벗기 위하여 15년간의 담론
투쟁을 전개하 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순히 군사정권에 의한 대량적 인권침

해행위의 직접피해자임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한 ‘헌법수호 주체’로서

47) 변주나, “광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15년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일상
생활 변화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29집 2호, 1996, 
229-259쪽 참조.

48) 이러한 매도는 광주항쟁 당시의 계엄사령부의 각종 담화문에서 집약적으로 나
타나며, 검열하에 있던 언론에 여과없이 보도되었다. “광주지역 소요가 악화돼 극심한 
난동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
동학생 및 깡패 등 현실불만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

여 퍼뜨린 데 기인했다.”(계엄사령부 1980. 5. 21) “시민 여러분,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
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대열을 이탈, 집과 직장으로 돌아
가십시오.”(계엄사령관 이희성의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경고문｣, 1980. 5) 이상은 “말․
논평․담화․보도를 따라 엮는 5․18 10년”, 월간예향, 1990/5, 79쪽. 자료총서 제14권, 
324쪽에서 인용.

49) 최정운, 앞의 책, 6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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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항소심)를 인정받았거나, 그에 못미쳐도 ‘헌정을 수호한 정당한 행위’

(대법원)로서 평가되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파렴치한 폭동과 살인자, 그것도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과 반란을 범한 범죄자이며, 쿠데타의 승리 여부에 상관

없이 범죄자임이 확정된 것이다. 설사 그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러한 확정판결의 진실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이같이 5․18관련 법률 및 

재판을 통해 그동안 전도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예가 바로잡혔던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5․18민주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사면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체판

결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군사정권의 물리적 진압에 뒤이어, 법률적 탄압이 

잇달았다. 2천 5백여명 이상이 검거되었고, 400여명이 기소되었다.50) 이들에게
는 계엄령 하에서, 군수사기관의 살인적 고문과 사실조작을 통해 군법회의에

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죄목은 내란죄, 계엄법 위반, 살인죄, 소요죄 등이었다. 

1981년 3월 31일 대법원 형사부의 최종확정된 판결 결과는 사형 3명, 무기징

역 7명, 15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12명, 그 이하의 실형이 

59명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소와 실형을 받지 않은 시민들도 강제연행, 야만

적 고문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사흘만인 1981년 
4월 3일, 정부는 관련자 83명 전원에 대해 특별감형, 특별사면, 복권조치 등을 

취했다. 사형수들은 이때 무기로 감형되었다. 다시 1982년 12월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조치로 최후까지 옥중에 있던 인사 12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됨으로

써 모든 인사들의 형사처리는 마무리되었다.51)

그러나 그러한 특별사면 등은 대상자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국가(대통령)이 은전을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면은 폭정을 은폐하
는 가면의 기능은 할지언정,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52) 

50) 광주항쟁 검거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검거자 2,522명, 훈방 
1,906명, 군법회의 회부 616명, 불기소 212명, 기소 404명. 윤석민 국방부장관의 국회보
고자료(1985. 6. 7), 이재의, “5․18재판 이렇게 진행되었다”, 월간예향, 1989. 6, 90쪽. 
그러나 이러한 발표 역시 어느 부분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1) 이재의, 앞의 (1989), 88-96쪽.
52) 사면의 정치성에 대한 비판은 한인섭, “사면 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

장”,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42-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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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부지도자들이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기소됨과 함께, 

1980년에 내란, 살인, 소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의 시민들에 대한 재

심판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5․18특별법에서 규정된 특별재심은 기존의 확

정판결 자체가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파기될 것을 요청한다. 종국적인 

무죄판결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재심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재심은 1998년 이래 여러 개별적 판결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보면 1980년 당시 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수괴죄

와 계엄법위반으로 사형 등의 중형이 확정되었던 정동년 씨 등 23인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

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이를 저지, 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

의 정당방위”53)라고 판시했다.

또한 1980년 5․17 계엄령 하에서 언론검열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
여 계엄포고령 위반행위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되었던 언론사 기자 4인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학생집회를 하다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 5․18의 진상을 알

리려다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된 시민들에 대하여 속속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중이다.

재심판결은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되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기
소되어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중형이 선고된 행위에 대하여도 미치고 있

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라 함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와 함께 김대중 씨

와 측근, 그리고 재야측 인사들을 내란음모로 몰아붙여 가혹한 고문과 함께 

내란범으로 처벌받도록 한 사건을 말한다. 2001년 서울고법(형사4부)에서는 재

심청구한 6인54)에 대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12․12사태 이후 신군부의 

계엄령 시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

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

다.55) 이러한 취지의 무죄판결은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사사건의 경우

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56) 이와 같이 특별재심은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

53) 문화일보 1998. 5. 11.
54)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한화갑, 김옥두, 김홍일 의원, 김대현, 권혁충, 오대  씨 

등 6인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55) 한겨레 2001. 12. 20. 
56) 문익환씨 유족, 한승헌 씨 등이 신청한 재심청구도 현재 받아들여져 조만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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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행위는 물론 5․18과 관련하여 신군부에 저항하다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5․18특별법 제7조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들 중 오로지 그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항쟁을 진압한 신군부는 1980.6.20.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유공자 66명에게 각종의 포장과 
상훈을 수여했으며, 특전사령부 및 보병 제20사단은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수

여받았다. 전두환은 대통령직을 차지하기 위해 군을 예편하면서 “여러가지 상

황과 업적을 고려하여” 군인으로서 최고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

다.57) 5․18 재판이 종료된 뒤 국방부는 서훈자 중 일부에 대하여 훈장박탈조

치를 취하 다. 다만 군부의 보이지 않는 반발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극히 한

정된 데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5.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5․18항쟁이 대량살상으로 종식된 직후 김준태 시인은 전남매일신문에 다음

과 같은 격정과 절규의 시를 냈다.58)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 죽음과 죽음 사이에 / 피눈물을 흘리는 / 우리들

의 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 우

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파묻혔나 /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 찢어져 산

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 떠나가버린 광주여 /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 아

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 우리들의 피투성

이 도시여 /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 아

아 통곡뿐인 남도의 /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2001. 12. 20. 참조. 
57) 정상용․유시민 외, 앞의 책(1990), 334-336쪽 참조.
58) 김준태, ｢아 아 광주여! 우리 민족의 십자가여!｣, 전남매일신문 198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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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광주여 광주여 /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 무등산을 넘어 / 골고

다 언덕을 넘어가는 / 아아 온몸에 상처뿐인 /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

꿈이여 십자가여 /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 더욱 젊어갈 청춘의 도시여 /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모두 105행에 이르는 이 시는 첫행부터 시종일관, 저항과 울분과 분노와 고

발과 죄책감으로 가득차 있다. 무엇보다 비유의 압축은 ‘십자가’로서의 광주의 

이미지이다. 이어 2년 뒤에는 문병란은 “그대 돌아오는구나 / 죽음을 넘어 / 

시대의 어둠을 넘어 / 부활의 노래로”로 화답하 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유

는 당대인에게 절망과 희망을 일깨우며, 5․18이 망각의 심연에 사라져갈 수 
없는 사건임을, 거듭 기억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현재의 사건임을 일깨운다. 

5․18의 기억투쟁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5․18진압의 과실을 통해 

집권한 군부독재정권과 그 유산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5․18의 가해자들은 유혈진압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시켰지만, 그들에

게도 5․18은 하나의 재앙이었다.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 5․18은 언급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불행한 과거사는 잊고 덮어버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한 망각의 의도에 맞서 5․18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반군부, 반권위주의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투쟁이 1980년대와 90년대 내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1980년 5월항쟁과 구별하여 5월운동이라 

명명하기도 한다.59)

권력에 대한 투쟁은 동시에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60) 5․18의 기억

은 군부집단의 원죄를 상기시키며 따라서 반군부투쟁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기억투쟁의 형태는 5․18 자체를 기념화하는 

의례투쟁이었다. 죽음의 기념은 기억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다. 매년 5

59) 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군부의 진압과 학살에 맞서 열흘동
안 지속된 광주와 그 인근지역의 투쟁을 말하며, 5월운동은 광주의 원초적 희생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내세우며 광주항쟁 이념의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정근식,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
평사, 1999.

60) Marta Minow,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facing history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Boston: Beacon Press, 1998,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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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거리에는 긴장이 감돌고, 유족들은 망월동 묘지에서 

기념행사를 하고자 하 다. 초기에는 추모식 자체가 불가능하 고, 유족들은 

당일날 각지로 추방당하 다. 그러나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계속될 수는 없

었으며,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5월 18일의 망월동묘지는 거대한 추모

인파의 물결로 뒤덮이게 되었다. 추모행사 이후에는 의례 가두시위가 진행되

었으며 과격한 경찰의 진압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두시위는 대학생 및 유족회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광주 뿐 아니라 전국각처에서 추모식 및 가두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때문에 5월 18일은 반정부항쟁의 중심

적 날짜로 확고히 각인되게 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의 진상규명을 요구

하며 집회와 시위, 심지어 각종의 자살(분신, 투신, 할복 등)이라는 극한적 방

법으로 투쟁하 다. 미문화원만 하더라도 두차례의 방화와 한차례의 대규모 

점거농성으로 공격받았다. 5․18의 기억투쟁은 그 투쟁의 강도와 지속성에 있
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기억투쟁을 위한 문화적 매체의 활용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초기에는 

격정적인 시와 노래가 제작 보급되었다. 사건 자체를 기억하기 위한 사진 및 

기록작업도 진행되었다. 광주사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미술적 작업으로 판화

운동, 걸개그림 등이 등장했으며 이는 나아가 1980년대 민중미술의 한 시대를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61) 시간이 흐르면서 5․18은 소설, 산문과 연극 등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되었다.62) 이렇게 5․18을 기억하는 노력들은 그 다양한 대

안적 표현양식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화운동․예술운동은 5․18의 처

절한 투쟁과 죽음, 그리고 절대공동체의 기억을 재현해 내면서 새로운 운동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63)

1987년 이후 권력에 의한 명시적 탄압이 사라지면서 기념행사는 보다 제도

화되고 의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기념행사는 방송매체에 의해 중개되
기도 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TV 다큐멘터리64)는 아직 5․

61) 이태호, “광주민중항쟁과 미술운동”, 나간채 엮음, 앞의 책(1997), 250쪽 이하 
참조.

62) 오수성, “광주민중항쟁의 연극적 형상화”, 나간채 엮음, 앞의 책(1997), 237쪽 
이하 참조. 

63) 최정운, 앞의 책, 287-288쪽 참조.
64)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머니의 노래(MBC), 광주는 말한다(KBS)를 들 수 있

다. ‘노래’, ‘말한다’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식매체에서의 광주문제에 대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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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진상을 충분히 알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쇼크를 불러

일으켰다. 광주를 무대로 한 화도 제작되었다. 피해자의 증언을 채록하기 위

한 본격적인 기록사업이 진행되었고, 이것은 두터운 책자로 간행되었다.65) 최

근에는 보다 생생한 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기록작업이 진행되고 있

다.66)

1995년 5․18특별법 이후 기억투쟁은 ‘투쟁에서 행사로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준다. 정권퇴진․학살자 처벌 등을 내세운 반정부적인 집회시위의 분위기

는 약화되는 대신 문화예술행사 및 공식적 추모의례 위주로의 변화가 두드러

졌다. 광주시 산하에 기념사업의 추진 및 기록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국가예산

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67)

1997년 들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다. 희생자

들의 묘지는 망월동에서 이장되어 5․18기념묘지로 재단장되어 성역화되었다.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던 상무대에는 항쟁의 재현공간으로 5․18기념

공원이 조성되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05개소 장소가 사적지로 지정, 보존

되고 있다. 항쟁의 가장 중심지역이었던 전남도청 앞은 5․18기념광장으로 조

성될 예정이다.68) 이같이 광주항쟁에 대한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 가운데 가

장 앞선 것이며, 다른 기념사업의 전례를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의 기념사업에 대해 검토할 점이 적지 않다. 논란의 핵심은 5․
18의 ‘성역화사업’이 누구에 의하여, 무엇을 지향하여,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과 침묵이 깨어지고, 광주의 시민들과 희생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공식매체로 전달하
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6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이 자료집에는 
광주항쟁의 참여자 및 피해자들 중 500여 명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66) 상작업은 5․18 상기록특별위원회의 주도하에 항쟁 전후의 증언을 상채록

하 다. 1997년부터 만 2년간 이루어진 증언채록자는 140명이며, 증언테이프는 320개, 
채록분량은 총 9,600분에 걸치고 있다. 나간채 외, 기억에서 상으로, 5․18 상기록특

별위원회, 1999 참조. 상채록을 통한 역사적 진실의 보존 및 규명작업의 대표적인 예

는 나찌의 홀로코스트의 체험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채록하고 있는 쇼아 상역사재단 

Shoah Visual History Foundation이다. 5․18증언 상채록작업도 쇼아재단의 작업에서 
그 계기를 얻었다고 한다.

67) 광주광역시 5․18자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1권, 
1998 이후 지금까지 20여 권이 간행되었다.

68)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전남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2,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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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관주도냐 민간주도냐 하는 쟁점이 대두

되었다.69) 기념사업은 대개 국가예산의 뒷받침 하에 광주시에 의해 주도되었

는데, 광주시는 유족 및 관련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념사업의 내용을 구성

했다. 그러나 관이 주도적으로 관여할 때 기념물의 획일화․졸속화를 초래한

다는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되었다.70) 또하나는 관주도하에서는 광주항쟁의 참 

모습을 보다 순화시키려는 발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5․18의 핵심요소를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총체적 저항’과 ‘대량희생’이라 할 때, 대량희생은 

강조되는 반면 시민의 저항 가운데 폭력의 요소를 거세해버리는 것이다. 기념

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커질수록 폭력과 항쟁의 측면은 불편하게 여겨지

고 그에 따라 5월투쟁의 순화를 유도하게 된다.

둘째, 각종 기념물들이 국가주의의 상징물을 닮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축된 5․18묘지이다. 중앙의 추모탑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배치하고, 좌우대칭으로 5월민중항쟁도가 부조로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 묘지

가 위치해있다. 입구에서 묘지까지 거리가 매우 멀고, 일렬로 정리된 묘지들의 

모습, 다양한 국가적 상징물의 배치 등은 친근감보다는 거리감을 조성하고, 평

등보다는 위계적 느낌을 조성한다. 전체 묘지와 각종 기념물들은 대형화를 선

호하는 바탕위에 조성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재현공간의 조성은 대단히 권위

주의적 혹은 파시즘적인 표현방식으로 비판받아온 것이다. 사실 이렇게 5․18
묘지가 권위주의적인 외형을 가지게 된 것에는 5․18묘지가 하나의 국립묘지

처럼 인지되어야 하고, 그 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유족

들의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71) 5․18묘지 자체가 국립현충원을 그대로 

모방 답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이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 기념물을 대

형화한 것 역시 그럼으로써 5․18이 거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국가와 국민

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반 한다. 이렇듯 민중의 저항성은 주변
화되면서, 적대적 대상이었던 국가주의의 상징을 그대로 복제한 기념사업에서 

우리 모두가 권위주의 내지 군사정권의 유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느낄 수 

있다.

69) 정근식, 앞의 (1997), 195-200쪽 참조.
70)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진실은 발자국에 고여 있다: 오월 성역화 문

제와 관련한 광주시민 활동보고서, 1994 참조.
71) 정호기, 앞의 , 152쪽,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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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광주의 기억투쟁의 한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열이 또하나의 

권력의 추구 앞에 쉽게 무력해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나

아가 일단 기념사업이 종료되면 기억해야 할 부담 역시 급속하게 사라지며, 

그에 따라 기억투쟁이 이익투쟁으로 변질되고, 기억의 박제화로 귀결되어버릴 

우려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념비들이 기억보다 망각을 유도하는 데 효

과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억과 기념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도전과 위
험이 생겨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72)

Ⅴ. 결론

한국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10여 년간의 집중적 투쟁을 통한 

성공적인 과거청산을 계기로 한국적 과거청산 모델을 정립하고 실천하 다. 

이 광주모델은 이후 일차적으로 1970∼80년대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싸
웠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함께 의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활용되었다. 이어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대량의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목표로 한걸음씩 과거청산의 과제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문제의 청산과정에서 적어도 5가지 기본원칙이 선언되고 실천되었다. 

진상규명(truth), 책임자처벌(justice), 피해배상(compensation), 명예회복

(honor-restoration), 그리고 정신계승(commemoration)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초가 되는 것은 진상규명이다. 정치적 역학관계, 

국민의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른 원칙의 경우 부분적인 수정 및 유예가 불가

피한 경우에도 진상규명마저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광주문제의 궁

극적 해결을 가능하게 떠민 힘도 광주의 진실이 주는 무게와 에너지 때문이었

다. 그만큼 출발점이자 관건은 진상규명인 것이다.

책임자처벌은 보다 복잡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광주의 가해자들을 처벌하
고자 했을 때 갖가지 법률상․사실상의 장애를 돌파해야 했다. 비판자들은 소

급적 처벌이라는 주장, 정치재판이라는 주장,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을 내세웠다.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불가의 논리도 제기되었다. 증거획득

에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최고위층 지휘부의 형사책

72) Minow, 앞의 책, 138-1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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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추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죄의 재판은 군사적 권위주의의 어두운 시

대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한 5․18재판은 전도된 정의를 바로

잡고, 과거의 불법과의 법적 단절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주이행을 위한 필수적

인 한 단계가 될 수 있었다. 다만 그 처벌범위에 있어 잔학행위를 한 일선군

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적 정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명예회복의 원칙이다. 레드 콤플
랙스가 반세기동안을 지배해온 한국사회에서 좌익, 빨갱이 등의 낙인찍기는 

대단히 부정적 인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특별재심절차 등을 통해 잘못된 범

죄자 낙인을 씻어내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럼으로써 광주의 시민 및 저항자들

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재규정되었다.

피해배상은 명예회복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부담을 수반한다. 한국에서는 일

단 배상과 보상을 구별한다. 전자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며, 후자는 국가의 적법행위에 대하여 희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금전적 

전보(塡補)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배상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광주피해자

의 경우만, 그것도 1995년 이후에 와서이다.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특별법은 아직 없으며,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규정한 

입법이 발효중인 것을 보면, 국가불법에 대한 ‘배상’이 지닌 적극적 의미를 읽

을 수 있다.
정신계승의 측면은 광주의 원초적 비극의 기억을 재생하고, 그럼으로써 사

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를 재기억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기억화작업은 문학, 음악, 미

술 뿐 아니라 기념묘역, 기념공원, 사적지 지정 등으로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

다. 이러한 제반 작업들은 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의 신장, 그리고 그를 통한 

국민화합의 추구라는 장기적 목표에 봉사하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모델로서 광주해법은 군부독재하의 다른 대량적 인권침해에 대한 적

절한 해결책을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의 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9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

한 입법이다. 둘째,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

인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주

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다. 그
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테러리즘이 국가형성의 일환이었던 측면도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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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에, 오직 최근에 와서야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광주해법은 매우 유용한 선도자로서

의 역할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민주이행기에 있어서 과거청산을 위한 몇가지 조

건들을 음미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는 범국민적인 반독재투쟁을 통해 

정립되며, 시민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위에서 공고화되어진다. 새로이 등장하는 
민주정부는 특히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봉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부의 정치적 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군부의 정치적 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민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슬기, 그리고 그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적 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에서의 군부개입의 악몽은 

군부의 더 이상의 정치개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파제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민주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생, 시
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반독재투쟁의 견인차 다면, 1990년대 NGO의 폭발적

인 팽창은 민주화의 저변화와 공고화를 촉진하 다. 과거청산을 위한 지속적 

압력은 정부의 몫이었기보다는, 피해자단체 및 시민사회의 조직과 캠페인의 

결과 다. 특히 진실규명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이 체계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된 그 진실이 입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시민사회와 NGO의 성장에 비례했음을 알 수 있다.
정권이나 정부가 국가폭력이나 국가범죄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가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폭력에 연루된 세력들이 현재의 국가기구 속에서 향력

을 갖고 있으며 여론조작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는 조직화된 집단의 향력에 취약하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옆

으로부터의 압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 그 압력의 정도만큼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며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집단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

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법의 지배의 정착과 비례한다. 특히 민주이행기에 있

어서 과거청산의 과제로써 대량적 인권침해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그 성공 

여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대중적 신뢰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없다면, 5․18재판은 한갓 ‘정치보복’, ‘승자의 

정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먹혀들어갔을 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경
우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국민화합과 재발방지라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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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 취약한 민주화를 공고화하는데는, 사법부의 신뢰

를 위한 자기노력이 각별히 요청되는 것이다.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1988년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와 법원의 독립성․중립성의 노력으로 인해 

5․18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위협받지 않았다.

지평을 동아시아로 넓히면 과거청산을 둘러싼 쟁점은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

의 내부 문제이자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의 문제이기도 함을 금방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내문제로서는 대만에서의 백색테러 문제,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기간중의 대량희생의 문제가 있다. 특히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은 광

주사태와 매우 유사한 전개와 희생을 보여주기에, 천안문 사건에 대한 해법으

로는 광주모델이 충분히 참고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 역시 분단 및 전쟁에

서의 희생자 및 체제공고화과정에서의 희생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는 한국과 대체로 보조를 같이하면서 과거청산에 일정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다. 1947년 2․28사건, 그리고 1950년대 초반에 집중된 백

색테러 사건들에 대하여, 대만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명예회복․보상․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공식사죄도 이루어졌다.73) 그런데 중국

과 북한에서는 관련 정보가 일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식매체에서 어떤 언

급과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조사하고 여론화할만한 민간주체가 형성

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개방화와 민주화와 진전되지 않는 곳
에서 과거청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중국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그 점에서 가장 심각하다.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는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의 문제이기도 하

다.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戰前 일본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가령 난징대학살) 및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해 진상

조사․책임인정․보상․기념화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
우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과거청산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73) Lai Tse-Han et al., A Tragic Beginning: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1947(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徐勝, “臺灣｢戒嚴時期叛亂 匪牒不當審判案件補償
條例｣の硏究”, 立命館法學 제271․272호, 2000, 1064쪽 이하; Chen Chun-Hung,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aiwa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동남아시아의 식민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및 인
권(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onialism, Authoritarianism,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of the South East Asia), 2001, 8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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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정부는 한국전쟁기의 남북한과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학살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74)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절실함에도 그를 위한 각국간의 인권연대기구나 

네트웍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각국 내의 과거청산 작업도 인

근 국가와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가 별로 없는 채로, 국내적 문제로서만 접근

해온 경향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국내적 문제, 혹은 국가간의 문제로서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

청산을 하려고 할 때 광주학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실현된 과거청산의 

기본원칙은 의미있는 준거(reference)가 될 가치가 있다. 이 점은 1998년 아시

아의 인권단체의 모임에서 채택된 아시아인권헌장(Asian Charter on Human 

Rights)의 표현을 봐서도 분명하다.75)

한 때 국가의 행위는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고, 특히 전쟁시기에는 
그러했으나, 이러한 관행은 이미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주권의 우월

성은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 앞에 점점 빛을 잃고 있다. 혹자는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 문화적 차이, 혹은 개발우선주의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러한 

74) Tae-Ung Baik, A War Crime Against an Ally's Civilians: The No Gun Ri 
Massacre, 15-2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502-505; 최근 미국정부는 1950
년 한국전쟁 초기 미군의 후퇴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에 관여하 음을 깊은 유감

과 함께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민간인이 노근
리에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deeply regret)을 표한다고 하면서 ‘노근리에서 
미군이 한국전쟁의 초기시점에 숫자미상의 피난민에 발포했음’을 인정했다. USA 
Today, 01/12/2001.

75) “Kwangju Resolution on Human Rights,” 1998. 5. 17 발표. Kwangju Citizens' 
Solidarity/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sian Human Rights Charter and 
‘Kwangju,’ Kwangju, 21(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위 인용은 그 
가운데 포함된 아시아인권헌장(“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A People's Charter”)
의 일부이다. 이 헌장의 작성에는 200개 이상의 아시아 NGO들이 참여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It is quite clear that the Kwangju Massacre and the response of the Kwangju 
people as well as the South Koreans to this event is a landmark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movement in Asia. The prosecution of two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and Roh Tae-woo, who had played a vital roles in this Massacre, is one of 
the most unique achievements in the Asian context for the vindication of rights of 
people and affirmation of the sacredness of life. Further, keeping of the memory of the 
victims of this Massacre is also quite unique. This whole experience has taught many 
valuable lessons to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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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이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논리로 등장할 경우, 그것은 거부되어야 마땅하

다. 전통․문화․개발․주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

기 때문이다.76) 21세기에는 아시아인들의 인권연대와 인권의 제도화노력이 특

별히 필요하며, 그로써 20세기에 자행되어온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

민간․국가간의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76) Young-Sun Chung, “Asian Values and Challenges to Universal Human Rights”, 
15 Peace Forum, Winter 199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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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coming the Past State Atrocities 

in South Korea

In Sup Han
*

77)

“May 18th” is a symbolic word for the struggle between military 

dictatorship and civilian protest in Korea. In 1980 the military committed a 

coup to come into power, suppressed the citizen's uprising, and led to bloody 

massacre. Seventeen-years' struggles have been made to find the truth of the 

incident and to punish the military ringleaders. It was at “May 18th Trials” in 

1996 where the military leaders, including two former presidents, were found 
guilty of treason and massacre.

Serious legal issues were under hot controversy at the stage of May 18th 

Trials: If a Coup d'etat were victorious, how can it be prosecuted? Did the 

Kwangju Trial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ohibition against retroactive 

punishment? Who is accountable for the massacre in Kwangju?

The transition to democracy required an open enquiry of past human rights 
abuses. The urgent question was raised: how to deal with civilian massacre in 

Kwangju. At least five guiding principles for the resolution of Kwangju 

massacre were declared and carried out: truth, justice, compensation, 

honor-restoration, and commemoration. Without the Kwangju solution, without 

any advance in dealing with the past abuses of older times. Now, Kwangju 

serves as a guide to what and how other cases wish to follow.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