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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군장병 인권*

鄭 印 燮**

1)

Ⅰ. 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에 따라 매년 25만명 정도의 한민국 청년이 군 에 입 하여 2년 는 그 이

상의 기간 동안 복무한다. 군복무는 자신의 삶의 터 인 공동체의 존립을 한 

기본  사이다. 한참 때인 20세 후에서의 군복무 경험은 역 후에도 개인의 

사고와 사회생활에 지속  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란 군 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밝

지면 당사자는 물론 부모의 공  사회생활에 치명 인 타격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입 를 목 에 두면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도 군 를 안갈 방

법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경우가 지 않다. 한참 자신의 장래를 한 자기계

발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에 주변 사회생활과 단 되는 것이 당사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다. 그러나 군  가기 싫다는 감정은 비단 그런 이유에서만 비롯되

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지 않은 징집 상자들은 주변에서 종종 ― 때로는 

과장되게 ― 들어온 군  내에서의 구타, 가혹행 , 언어폭력, 성추행, 인격권 무

시, 사생활 무시 등과 같은 한마디로 인권침해  병 문화에 한 감정  거부감

과 두려움을 1차 으로 떠올리며 군복무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군  내 인권은 오랫동안 거론의 상도 되지 못하 다. 군  사회

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는 엄정한 군기 확립과 强軍 建設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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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지휘 도 과거에는 지 않았다. 

근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  내 시설은 물론 병 문화에 있어서도 획기 인 

발 이 있었다고 한다. 입 한 자식을 면회 간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군 생활을 

떠 올리며 요즘 군  많이 좋아졌다고 감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2005년도 벽두에 발생한 논산훈련소 인분사건으로 상징되듯이 군장병에 한 인

권침해 논란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1) 사실 인분사건도 한 세  이라면 

별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덮어졌을 사건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

에 따라 병 문화도 같은 속도로 변화하여야만 국민들이 납득한다는 사실을 상

징 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다. 이제 군 도 특수사회라는 명분만으로 인권을 

외면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분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장병 기본권에 한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고 

단하고 이의 법제화에 착수하 다.2) 국방부는 軍人服務基本法을 제정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월 31일 법안을 국회로 제출하 다. 군사법제도

에 한 반  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이다. 한편 2007년 에는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Committee)가 양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의 병

역법이 규약 반이라는 정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고는 한국이 가입

하고 있는 가장 기본 인 인권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을 단기 으로 하여 행 군 련 제도를 재 검하여 

본다. 다만 본고는 군  내에서 발생한 구체  사건을 분석 상으로 삼기 보다는 

행 군 련 제도를 이론 으로 검토하는 것만을 목 으로 한다. 이하 규약 내용

과 충돌이 있다고 단되거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군 련 제도를 문제되는 

규약의 조문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1) 동아일보 2005년 1월 21일자 14면 참조. 또한 같은 해 6월 고참병에 대한 불만을 총기 
난사로 폭발시킨 연천 사건 역시 군대 내 인권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문화일보 2005년 6월 20일자 4면 및 6월 24일자 9면;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21일자 
1면 등 참조.

2) 동아일보 2005년 2월 22일자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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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장병인권 안

가. 공익근무

모든 한민국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

다.3) 병역의무에 하여는 역병 복무 외에도 상근 비역, 교정시설 경비교도, 

투경찰 원, 의무소방원, 공 보건의사, 공익법무 , 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

원, 공익근무요원 등 다양한 체복무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그  

공익근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익근무제도란 병역 의무자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주 상으로 하여 국가

기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 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사 등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4) 병역특례제도의 일

종으로 그 숫자는 근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공익근무가 강제

근로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은 규약과 련하여서 보다는 ILO 약 제29호 “强制

勤勞에 한 약”의 가입 비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강제근로에 한 약은 이

른바 ILO 8  핵심 약의 하나로서 회원국에게 특히 가입이 독려되고 있는 상

이다.6) 이 약 제2조 1항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하에서 강요받거나 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강제근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의무

 병역법에 따라 순수한 軍事的 性格(a purely military character)으로 시행되는 

작업 는 역무는 강제근로의 개념에서 배제시키고 있다.7) 따라서 행정보조 업

 3)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3조 및 제8조.
 4) 병역법 제26조 1항 1호. 기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 분야 종사자(제

3호)나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담당자(제4호)도 공익근무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강제근로 여부가 문
제되는 분야는 통상적인 공익근무요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역법 제26조 1항 1호 
해당자이다. 제3호와 제4호 해당 공익근무는 본인의 지원에 따른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므로 강제근로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5) 2006년 6월 말 기준 총 공익근무자는 58,199명이고, 그중 국제협력요원은 239명, 예술
체육요원은 122명이었다.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현황 및 향후대책(국방부 2006년도 국
회 국정감사자료). http://www.mnd.go.kr/info/inspection/policydata/index.jsp에서 검색 가
능(2007.10.1 방문).

 6) ILO Convention No.29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6. 28 채택, 1932. 5. 1 발효, 
2007. 9. 21 현재 172개 당사국.

 7) ILO 협약 제29호 제2조 2항은 군사적 역무 이외에도 국민으로서의 통상적 의무를 구
성하는 역무, 법원 판결에 따른 노무, 긴급사태시 요구되는 노무, 공동체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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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자의 근무의 내용이 “순수한 군사  성격의 작업이나 역

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약이 지하고 있는 강제근로라는 지 이 제

기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ILO 약 비 과 련하여 1998년 4월 ILO 문가를 치, 국내

법의 충돌 여부에 한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ILO 자문 은 한국의 공익근

무제도가 강제소집 후 군사  목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ILO 약 제29호

의 강제근로 지와 충돌되는 듯하다고 지 하 다.8) 2006년 5월 23일 노동부는 

강제근로 약에 한 노사정  ILO 계자 회의를 개최하 는데, 이 자리에서

도 한국노총측은 공익요원이 행정 서 등에서 비군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발

 근로가 아닌 만큼 강제노동의 일종이라고 주장하 다. ILO측 참석자도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자발  동의가 없으

면 결국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하 다.9)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역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익근무자는 평소 앙 는 지방 정부

에서 公的 業務에 종사하다가 국가 비상시에는 즉각 투원으로 투입되며, 복무 

후에는 일반 군필자와 동일하게 비군에 편성되어 비상시 동원되는 자원이므로 

이는 병역의 일종이라고 주장하 다.10) 국내 의과정에서 공익근무제를 폐지하

여야만 강제근로에 한 약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가입에 

반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1) 한미 FTA 합의문에 강제근로 폐

지에 한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냐는 

하여 당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의무로서의 노무 등도 강제근로의 개념에
서 배제시키고 있다.

 8) 다만 확정적인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이 점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자문결과(1999.5). 김소
영 외, “강제근로금지 관련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p. 6에서 재인. 이 사실은 ILO, Review of annual reports under the follow- 
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2000), p. 212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77/pdf/d2-elim.pdf. 2007. 9. 20 
방문) 및 같은 책 2001년판(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80/ 
pdf/gb-3-1.pdf. 2007. 9. 20 방문), pp. 160-161에도 한국 정부의 보고형식으로 지적되
어 있다. 

 9) 서울신문 2006년 5월 23일자 8면. 노동부는 그 이전부터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공
익근무제도가 충돌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내일신문 2005년 3월 30일자 17면 
참조.

10) 전게주 8의 ILO Review of annual reports 2000년판, p. 212 및 2001년판 p. 161.
11) 매일경제신문 2006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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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12)

공익근무제도가 强制勤勞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은 ILO 제29호 약의 가입문제

와 련하여 제기되었지만, 규약 제8조 3항에도 ILO 약과 거의 같은 조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규약과 련하여서도 검토의 필요가 있다.13) 유

럽인권 약 제4조나 미주인권 약 제6조도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공익근무는 병역 의무자를 상으로 강제 으로 부과되며, 그 업무내용이 일반 

행정보조 등 순수한 군사  성격의 역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ILO 제29호 약에 제정될 1930년 무렵에는 군복무 상자로 군 에 배

속되지 않은 자를 공공근로에 소집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가 많았다. 제29호 약

의 취지는 공공목 의 근로라도 강제  동원을 지한다는 것이다.14) 이후 ILO

는 약의 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非軍事的 代替服務라도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립하 다. 첫째, 문직업인이 자신의 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비군사  업무를 체복무로 선택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경

우.15) 둘째, 병역면제를 제로 사실상 기존의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16) 셋째, 양

심  병역거부자에게 용되는 체복무.17) 

과연 공익근무제도가 규약에 반되는 강제근로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공익근무자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당장은 행정보조 업무 등에 복무하

지만 유사시에는 바로 역 투병으로의 환이 제되며 복무 후에도 향토 비

군 자원으로 리되는 등 병역의무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18) 병역의

12) 경향신문 2007년 4월 13일자 5면 및 매일경제신문 2007년 5월 17일자 참조.
13) 규약 제8조 3항 c호 역시 군사적 역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억류된 자에게 통상적

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공동사회의 존립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 
요구되는 역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대체복무, 시민으로서의 통상적 의무
에 해당하는 작업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김소영 외(전게주 8), p. 13. 후일 ILO는 경제발전 등을 위한 동원을 금지하는 제105
호 협약을 1957년 추가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 역시 ILO 8대 핵심협약의 하나로 2007. 
9. 21 현재 당사국 수가 168개국이다. 한국 미가입.

15) 이는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어 본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
에 강제근로라고 보지 않는다. ILO 헌장 제19조 8항 참조. 

16) 예를 들어 병역 의무자인 교사가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사직을 계속함으로써 
병역을 대신하는 경우. 

17) 이 역시 본인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제도의 선택이다. 이상 각주 15 내지 17에 
해당하는 내용은 ILO. Abolition of Forced Labour, General Survey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9), paras. 30-34를 
김소영 외(전게주 8), pp. 16-17에서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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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선택권을 다면 공익근무의 근무상황이 유리하여 부분이 역보다는 

공익근무를 선호할 것이 상된다는 , 규약이나 ILO 약의 취지도 한국의 공익

근무와 같은 체복무제도를 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단된다는 , 규약 이행

에 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도 아직 공익근무가 문제된 바 없었다는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규약에 반되는 강제노동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한편 ILO 제29호 약은 강제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를 “순수한” 군사  

성격의 작업이나 역무라고 좀 더 한정 으로 표 하고 있다. 그 다면 ILO 약

은 규약보다 지되는 강제근로의 개념을 좀 더 엄격하게 악하고 있는가? 규

약 제8조의 안 당시에도 ILO 약과 같이 “순수한” 군사  성격의 역무만을 

강제근로의 개념에서 제외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 같은 표 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입법연 을 감안하면,19) 규약이 군사  성격의 役務를 좀더 폭 넓게 이

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한 군사  성격의 역무가 과연 무엇

이냐를 구별하기 쉽지는 않다. 군인들이 인근 농 에서 모내기 민 사를 할 경

우 이는 순수 군사활동이 아니므로 ILO 약이 지하는 강제노동인가? 이 같은 

해석은 지나치게 형식 이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단된다. 그야말로 순수한 군사

 성격의 역무만을 강제근로에서 배제시킨다고 본다면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체복무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체복무도 모두 지되어야 하나, 이는 비

실  해석이다. 비록 ILO 약 제29호는 군사  성격의 작업 앞에 “순수한”이

란 수식어를 첨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규약 제8조 3항에서의 군사  역무와 동

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인권 원회도 “ILO 강제근로 련 제29호, 제105호 

약 가입 권고 결정”에서 공익근무제도는 약이 지하는 강제근로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20)

다만 공익근무가 강제노동이라는 비 을 보다 완 히 불식시키기 하여 본인

의 선택권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재 보충역으로 공익근

무요원으로 정이 나면 역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다. 그러나 보충역 정을 받

은 자에게도 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 놓아 공익근무와 역복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공익근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유리한 복무에 해당하여 강제근로

18) 김소영 외(전게주 8), p. 32 동지.
19) M.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revised ed. (N. P. Engel, 2005), p. 205 참조. 
20)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12월 6일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5권 1호(2007. 2. 15), 

p. 5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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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비 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21) 

나. 징계 창제도

營倉이란 사병에 한 징계의 일종으로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부 , 함

정의 창, 기타 구 장에 감 하는 것을 의미한다(군인사법 제57조 2항 3호). 

재 사병을 징계할 경우 강등, 창, 휴가제한, 근신의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다. 

창은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하여 신체구 이 필요할 때 처하는 것이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59조의 2 제1항). 병에 하여는 장  이에 

하는 부  는 기 의 長이 징계권을 갖는다(같은 법 제58조 1항 5호). 창 

처분은 장교 등 3인으로 구성된 징계 원회의 심의와 인권담당 군법무 의 법

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가 행한다(같은 법 제59조  제59조의 2 제2항). 인권

담당 군법무 은 징계사유, 차, 양정의 정성 등을 심사하여 징계권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는데,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조의 2 제

3항  제5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창처분

에 한 항고가 제기되면 일단 그 집행이 정지된다(같은 법 제60조 1항  5항). 

항고심사 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  1인은 군법무  

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조의 2). 창처분을 

받은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18조 3항). 

창처분은 군 라는 특수한 조직 내 규율 유지를 하여 소속부 장에 의하

여 부과되는 행정징계벌의 일종이다.22) 창은 단기간의 인신구 으로 민간의 즉

심과 유사한 외 을 가지나,23) 즉심이 형사벌의 일종으로 법 의 결정에 기하여 

21) 2006년 5월 노동부 회의에서 ILO측 Tim de Meyer도 현역과 공익간의 선택이 가능하
여야 ILO 29호 협약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영, 
“ILO, 공익근무요원제ㆍ재소자 근로 지적”, 월간 노동 2006년 6월호, p. 80. 한편 김소
영 외(전게주 8), pp. 42-47은 개선방안으로 1) 공익근무 대상자와 배정기관간의 합의
에 의한 소집을 신청을 인정하는 방안 2) 대상자가 복무기관과 분야를 사전에 신청하
여 이를 고려하여 소집하는 방안 3) 대우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대상자의 입장을 더욱 고려한 개선안이 될 것이다.

22) 이상철, 군사행정법(경세원, 1997), p. 248. 영창제도는 군대 내에서 정부 수립 이래 유
지되어 왔다. 

23) 군장병에게도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즉결심판제도
가 있으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만이 가능하고 민간인에 대한 즉결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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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것과 달리 이는 행정벌로서 법 의 결정이 아닌 지휘 의 결정만으로 

부과된다. 창처분은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는 없는 형태의 징계이

며, 군인 에서도 사병에게만 용된다. 사병에 한 징계는 4가지가 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창처분이 징계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그 이유는 사병에 하여는 강등, 근신, 휴가제한 등이 커다란 징계효과를 거두

기 어렵기 때문에 창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즉심과 같이 가벼운 형

사범에 하여 형벌을 신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25) 

행 창처분은 2006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하여 폭 개선된 제도이기는 하

나, 아직도 이에 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군인사법 개

정 이 부터 지 되어온 사항들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창은 法官의 장없이 상자의 신체를 구 하므로 헌법 제12조 3항

의 장주의 원칙에 반된다.26) 둘째, 창기간이 복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

은 사실상 이 처벌과 같은 가혹한 조치이다.27) 셋째, 상자를 구 하는 창의 

설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국방부 규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28) 넷째, 창 입창자는 법 으로 미결수보다 우월한 지 에 있다고 보아

같이 인신 구류 결정은 불가능하다. 군사법원법 제501조의 14 이하.
24) 영창처분에 대한 통계는 발표된 내용이 저마다 달라 무엇이 정확한 수치인지를 알 수

가 없다. 예를 들어 국방부, 2002년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책임자 한홍구), 군 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파악(국가인권위원
회, 2002), p. 127 수록 통계; 국방부, 최근 3년간 영창인원(2005년도 국회 국정감사자
료, 이는 http://www.mnd.go.kr/info/inspection/policydata/index.jsp에서 검색 가능. 2007. 
10. 1 방문); 최성보,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석
사논문, 2006), p. 80에도 제시되고 있는 육군 통계;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05. 6), p. 4의 통계가 
모두 제 각각이다. 이중 가장 상세한 외관을 갖춘 자료는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
원 검토보고서상의 통계이다. 이에 따르면 영창처분은 육군의 경우 2003년 12,618명
(전체 징계자의 69%, 이하 동), 2004년 11,539명(62%), 해군의 경우 2003년 1,019명
(82%), 2004년 849명(77%), 공군의 경우 2003년 82명(43%), 2004년 88명(42%)이다. 

25) 2005. 3. 1 국방부의 새로운 “병징계사유 및 처벌기준”은 영창처분을 가급적 지양하라
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병에 대하여는 이를 대신할 효과적인 징계제도가 미비한 것
도 사실이다. 박승일, “군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61. 90년대까지는 육군의 사병 징계중 영창처분이 80%를 상회하였다. 최성보(상게
주), p. 80 참조.

26) 최정학, “군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공익과 인권 제1권 1호(2004), p. 69; 성공회대학
교 인권평화센터(전게주 24), pp. 129, 131.

27)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전게주 24), p. 131.
28) 영창처분의 법적 근거인 군인사법에 영창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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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나, 실제 그 처우는 미결수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29) 다섯째, 창은 다른 

형사법에 없는 지휘 의 私的 刑罰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일선 장까지 

이를 처분할 수 있어서 반 으로 남용의 험이 크다.30) 여섯째, 군인  사병

에게만 부과된다는 에서 차별 이다.31) 이상 지 된 문제   규약 반의 의

심이 큰 항목을 검토한다. 

法官의 결정이 없이 지휘 의 명령만으로 인신구 을 결과하는 창제도는 규

약 제9조 자의  구 지 조항 반인가? 창처분은 비록 행정벌이라고 할지

라도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신구 에 해당

한다. 그 다면 모든 인신구 은 법 의 결정에 기하여야 하는가? 일단 규약상으

로는 반드시 그 지는 않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병자 는 증 알콜 독자

의 폐쇄병동 수용, 출입국 리법에 의한 불법체류자의 수용, 염병 방법에 의

한 환자의 격리 수용 등 법 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신체의 자유가 합법 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지 않다. 이에 규약은 구든지 법률에 정한 이유  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제9조 1항), 형사피

의자에 한하여만 신속하게 법 에 회부되어 구속의 법성을 심사받도록 규정하

고 있지(제9조 3항), 모든 인신구 이 반드시 법 의 결정을 통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다고 하여 규약이 형사피의자 이외의 인신구 에 한 

통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즉 규약 제9조 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구

든지 法院에 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자신의 억류가 합법

이 아닐 경우 석방될 수 있도록 법원에 차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2) 이 권리는 비단 형사피의자 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자에게 

보장된다.33) Vuolanne v. Finland 사건에서 Committee는 규약 제9조 4항이 군인

군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군사법원법안이나 군형사소송법안 
등에도 영창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군행형법 제2조는 군 교도
소, 그의 지소, 미결수용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고, 형사범이 
아닌 징계입창자를 위한 영창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는 미결구금자와 징계입창자
를 방만 구별하여 모두 동일 영창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29)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전게주 24), p. 131.
30) 최정학(전게주 26), pp. 74, 78.
31) 최성보(전게주 24), p. 146.
32) 유럽인권협약 제5조 4항과 미주인권협약 제7조 6항에도 사실상 동일한 조항이 규정되

어 있다.
33) 반면 규약 제9조 2항과 3항은 형사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8 (1982),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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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용되는 것은 자명하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이상 복무규율상

의 처분도 이의 용을 받는다고 단하 다.34) 

이상의 기 에 따라 평가한다면 인신구  처분의 법성에 하여 法院의 

단을 받을 수 있는 이의 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창제도는 규약 제9조 

4항에 배된다. 즉 재의 창제도는 일반 장교가 심이 된 항고심사 원회를 

통한 이의만 가능하며, 독립성을 갖춘 사법기 에 의한 심사를 받을 기회가 보장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35) Vuolanne 사건에서도 핀란드는 징계 창처분에 

하여 군감독장교에 의한 재심이 가능하므로 규약 반이 아니라고 주장하 으나, 

Committee는 군감독장교가 규약 제9조 4항에 규정된 “法院(cour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하여 핀란드의 규약 반을 결정하 다.36) 

한 창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兵役法 제18조 3항 

역시 규약 반이라고 평가된다.37) 이러한 조항이 설치된 이유는 유격훈련 등 힘

든 훈련보다 차라리 창에 수용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여 고의로 말썽을 부

리는 병사가 있어 만들어졌다고 한다.38) 창처분은 복무규율상의 처분이며 그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와 같은 외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이 의무복무 일수에 산입되지 않을 아무런 근

거가 없다. 형사 구속되었다가 기소유  처분을 받은 경우도 미결구 기간이 복

무일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통상 으로는 그보다도 경미한 사안에 한 처분인 

징계 창기간이 복무일수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실은 규약 제26조 법 앞의 평등조항 

반이라고 단된다. 그리고 징계 창이 군인  사병에 하여만 부과된다는 

에서도 차별  제도라고 평가된다. 

34) Vuolanne v. Finland,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265/87 (1989), 
para. 9. 3 이 사건은 핀란드의 군인인 통보자가 군무를 이탈하여 10일간의 징계영창 
처분이 내려지자 영창에서의 처우와 처분에 관한 절차가 규약 위반이라며 제기된 건
이었다. 이하 Communication No.로 표시되는 사건은 모두 Human Rights Committee
에서의 판정을 의미한다. 

35) 실제 징계항고권을 행사하는 예도 거의 없다고 한다.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전게주 
24), p. 130.

36) Human Rights Committee의 전게주 34 사건, para. 9.6. 
37) 과거에는 영창기간을 복무일수에 산입하지 않다가, 1993년 12월 31일 병역법 개정시 

영창 입창기간을 복무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7년 1월 13일 
병역법 개정시 다시 영창 입창기간을 복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다. 

38)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전게주 24), p. 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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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입창자에 한 처우 역시 최소한 미결구 자 이상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는 단기 수용자인 창입창자의 처우가 더 엄격하고 억제 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39) 창입창자는 형사피고인과는 공간 으로 완 히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부 에서 신병에 한 교육의 일환으로 창참 을 실시하고 입창

자를 견학시키는 것 역시 규약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 지 않은 창에서 행 으로 실시되는 반성문 는 수

양록의 작성 강요는 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이다.40) 

한편 행 창제도는 憲法 제12조 3항에도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조항은 행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는 구속시 法

官이 발부한 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체포 구속은 1

차 으로 형사피의자를 상으로 한다. 그 다면 형사피의자가 아닌 다른 인신 

구 에도 법 의 장이 요구되는가? 이 헌법 조항의 취지가 정신병자의 정신병

동 구  같은 모든 신체구 에 하여 법 의 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창처분은 본인의 과오에 한 일종의 벌칙 용이라는 과 창

의 상황이 교도소와 유사하다는 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41) 특히 규약 제9

조 4항과 같이 모든 신체구 에 하여 법 의 검토를 받게 하는 제도가 없는 

국내법에서는 헌법 제12조 3항의 용범 를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

석이다. 그 다면 행 창제도는 憲法 제12조 3항에도 반된다고 본다.42)

결국 창제도는 그 본질이 인신구 이므로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폐지하는 것

이 하며,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는 경우 최소한 軍判事의 결정에 의한 처분과 

정식 이의 차가 마련되도록 司法節次的 保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의 설

치와 운 에 하여도 법률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 형사범과는 

39) 또한 영창 입창자는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영창 내에서의 청소, 배식 등 
간단한 작업은 주로 이들을 시키고, 미결수는 가급적 감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김광식ㆍ김안식, 장병 기본권 지침 연구(한국국방연구원, 2006), p. 86. 영창 내 
처우 일반에 관하여는 원광대학교(연구책임자: 송광섭), 군수사과정  군 창 인권상

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4), pp. 129-190의 내용이 좋은 참고가 된다.
40) 원광대학교(상게주), pp. 241-242 참조. 
41) 예를 들어 정신병자나 전염병 감염자는 치료가 되면 당연히 강제 입원에서 해제된다. 

불법체류로 체포된 외국인은 본인이 출국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석방되어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창 입창자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초 결정된 기간 동안 구금
되어 있어야 한다. 

42) 동지, 최정학(전게주 26), p. 71; 최성보(전게주 24),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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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수용되어야 한다.43) 

다. 군사법원제도

재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헌법 

제110조). 즉 군사법원법에 따라 1심격인 보통군사법원과 2심격인 고등군사법원

이 설치되어 있고, 상고심은 법원이 할한다. 군사법원 설치 자체가 규약에 

반되지는 않으나,44) 규약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독립 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는 군사재 에 하여도 용됨은 물론이다.45)

그간 군사재 제도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제기되어 왔었다. 첫째, 군

법무 인 軍判事 외에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도 審判官으로 임명되어 함

께 재 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법 에 의하여 재 받을 권리가 제 로 보장되

지 않고 있다.46) 둘째, 부  지휘 인 할 이 군검찰과 군법원의 인사권 등 업

무 반에 하여 폭 넓은 지휘권을 행사하므로 기소와 심 의 분리라는 사법제

도의 원리가 무시되고 있으며, 지휘 은 할  확인 차를 통하여 독자 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등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47) 軍司法制度

의 이러한 문제 은 국방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48) 

과거 헌법재 소는 군지휘 을 할 으로 두고 지휘 이 軍判事  審判官 

임명권과 재  지정권을 갖고, 일반장교 에서도 심 을 임명할 수 있는 군

사법원제도가 “군 조직  군사재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재 을 신속, 

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

43) 2005. 4. 12 임종인 의원대표 발의로 영창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44)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3 (1984), para. 4.
45) N. Jayawickrama, The Judic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Cambridge, 2002), 

p. 481.
46)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센터(연구책임자: 한홍구),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5), p. 34.
47) 이재승, 독일의 군인법제 개관, 국방부ㆍ국가인권위원회 편, 군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

한 혁신 연수과정(교재)(2007), p. 71.
48) 2006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http://www.mnd.go.kr/info/inspection/policydata/index.jsp 

(2007. 10. 1 방문). 한편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9명은 2002년 10월 17일 “최근 일련
의 사태에 대한 군법무관들의 입장” 발표에서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18일자 15면). 이에 대한 지지의사로는 경향신문 2002년 10월 19일자 2
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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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정을 내린바 있다.49) 그러나 재의 군사법제도는 

규약 제14조 1항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 이고 공평한 법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독립 이고 공평한 법원이 되기 하여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없어야 하며, 특히 사가 독립 이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일정기간동안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

자의 명령을 받거나 다른 국가기 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50) Committee는 

Bahamonde v. Equatorial Guinea 사건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명

백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은 

규약이 정하고 있는 독립 이고 공평한 법원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단하

다.51) 부  지휘 이 군사법 련 인사ㆍ행정은 물론 법원이 내린 형량마  독

자 으로 감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군사법업무 반에 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  軍事法院制度는 규약 제14조 1항에 배된다.52) 

재 국회에는 사법개  추진의 일환으로 군사법제도 반에 한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이다. 군사법원 조직 등에 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 부

단 로 설치되어 부 장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법원을 면 개편하여, 국에 

5개 지역 군사법원과 1개 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이들을 모두 국방부 소속으

로 하여 부  지휘 으로부터 독립 으로 운 한다는 계획이다(동 법률안 제3

조  제4조). 일반 장교들이 심 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군 사만

이 재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 법률안 제6조  제7조). 할권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장과 지역군사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 하

도록 되어 있다(동 법률안 제12조  제17조). 한 군형사소송법안에 따르면 

구속 장의 청구를 받은 군 사는 원칙 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일까지 심문을 종료하고 구속 장 발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49) 헌법재판소 1996년 10월 31일 선고, 93헌바25 결정.
50) M. Nowak (전게주 19), pp. 319-320.
51) Bahamonde v. Equatorial Guinea, Communication No. 468/1991 (1993).
52) 유럽인권재판소는 상급자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을 소집하여 모든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고, 판결에 대한 확인권도 갖는 영국의 군사법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관할관 확인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결과를 변경시
킬 수 있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Findlay v. U.K. 
(1997) 24 EHRR 221. N. Jayawickrama (전게주 45), pp. 521-522. 이 사건에 대한 상
세한 소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ㆍ민주주의법학연구회(연구책임자: 김형태), 군  내 인

권실태  개선방안 마련을 한 기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2), p. 36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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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구속 장 실질심사제의 도입이 정되어 있다(군형

사소송법안 제213조).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안은 규약이 요구하는 기본 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하루 빨리 군사법 개 을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필요

가 있다.53)

다만 戰時⋅事變에는 행 군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부  단 로 보통군사법

원이 설치되고 부  지휘 이 할 으로 되는 등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군사

법원의 조직 등에 한 법률안 제44조 내지 제51조),54) 시⋅사변의 경우 규약 

제4조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을 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규약 제14

조의 용은 유 받을 수 있어서 규약 반의 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 다만 그러

한 의무의 유 는 사태의 긴 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

어져야 한다.55) 

그러나 군사법원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과연 국을 5개 권역으로 나 어 독

자 인 군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군사법원은 독립성과 사법 문성을 

히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어도 평시에는 軍刑事事件도 일반 법원에서 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56) 최소한 고등법원만은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에서 

사실심리의 기회를 확보하여야 한다57) 등의 비 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라. 동성애

재 군인이 동성애자인 경우 제도 으로는 별다른 조치가 정되어 있지 않

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2항 4호에 역복무 부 합자로 “변태  성벽자”

라는 규정이 있으나, 재 동성애자라는 것만을 이유로 입 제한이 가하여지거나 

53) 이러한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관할관 확인조치 존속, 
비법조인의 심판관 참여 유지, 부대별 평시 보통군사법원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글
로는 최병호, “군사법원과 장병인권 보장”, 국방정책연구 2005년 겨울, p. 83 이하 참조.

54) 기타 군형사소송법안 제548조 내지 제552조 및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제34
조 내지 제39조도 전시 사변의 경우 현행 제도로의 복귀를 예정하고 있다. 

55)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3 (1984), para. 4.
56) 송기춘, “군사재판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p. 291. 한인

섭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제2차 대전 후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였고, 프랑스도 미테랑 
정부 시절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의 경우와 한국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서 성격상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한인섭, 
행 군사재 의 문제 과 개선방안, 이창희⋅장승화 편, 차  정의와 법의 지배(박

영사, 2003), p. 289.
57) 한인섭(상게주),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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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으로 되지는 않는다.58) 다만 군형법 제92조는 鷄姦을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여는 자신의 성  취향에 따라 동

성애 행 를 한 것이 왜 처벌 상이 되느냐는 비 이 가하여 질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이 이미 Committee에서 취 된 바 있다. 호주의 타즈매니아주 형법은 남성 

동성애자간의 성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이 

용되어 근래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Toonen v. Australia 사건에서 통보

자는 비록 자신이 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러한 형법의 존재 자체가 동성

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통보를 제출하 다. Committee는 

동성애자 처벌조항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통보자의 라이버시권(규약 제17조)이 

침해당하 다고 결정하 다.59) 한 Committee는 동성애를 지하고 있는 법제

를 가진 국가의 국가보고서 심사시 이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60) 

재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에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이다. 

이에 따르면 종래의 처벌조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행 의 유형에 따라 형량을 차

별하고는 있으나, 여 히 동성애 행 에 한 처벌입장은 견지하고 있다.61) 반면 

이경재 의원 표발의로 역시 국회에 계류 인 군형법개정안(2004. 7. 2)에서는 

계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삭제되어 처벌을 정하지 않고 있다. 계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 에 맞지 않으며, 동성애 행 에 한 처벌은 인권규약상의 차별 지

조항과 충돌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인권 원회법 역시 性的 指向에 따른 차

별을 지하고 있다(제2조 4호).62)

58) 국방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2006. 4). 이 지침내용에 따르면 이전 3년간 군 내
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자살사건이 2건, 동성애를 이유로 한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가 
25명 있었다고 한다. 이 지침은 http://www.mnd.go.kr/info/inspection/policydata/index.jsp
에서 검색 가능(2007. 10. 1 방문).

59) Toonen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488/1992 (1994).
60)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 Lesotho, CCPR/C/79/Add.106, para. 

13 (1999);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CPR/C/79/Add.97, para.23 (1998); Egypt, 
CCPR/CO/76/EGY, para.19 (2002) 등.

61) 정부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안(2005. 12. 26) 참조.
62)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

하여 관련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의 개정
을 국방부 장관 등에 권고한 바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87 사건(2006. 6. 2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4권 6호(2006. 12. 15), p. 89 이하). 이 사건은 신규 전입온 
사병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상급자가 그를 전역을 시켜줄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 
정작 당사자에게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되어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이는 동
성애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잘 나타내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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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양심  병역거부
63)

2007년 1월 23일 Committee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윤여범과 최명진 2명의 한국인이 제기한 개인통보사건에서 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법제는 규약 제18조에 배된다고 결정하

다.64) 이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심으로 연 600명 가까이 유죄 결을 

받고 있는 한국의 양심  병역거부자 사건에 하여 Committee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다.65) 한국 정부는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사회  조

건에서 양심  병역거부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내면의 양심을 형성할 자유와 

달리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공 인 이유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Committee는 양심과 신념의 자유가 모든 법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하고, 한국은 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하 을 때 상되는 

특별한 불이익을 제시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것이 규약 제18조 3항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할 필요를 입증하지 못하 다고 단하 다. 따라서 양심  병역거부

를 이유로 유죄 결을 받은 통보자는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 다고 결론내리

고, 한국정부는 피해자에 한 보상 등 구제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라고 요청하 다. 

규약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

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양심  병역거부에 하여 명시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다. 규약상 ‘양심  병역거부’라는 표 은 제8조 3항 c호 ii) “양심  병역거부

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

되는 국민  역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63) 현재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로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기 때
문에 엄격히 말하면 군인 신분에 기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 문제가 병
역법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주무부서가 사실상 국방부이므로 본고에서 취급한다. 

64) Yoon and Choi v.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s. 1321/2004 and 1322/2004. 
CCPR/C/88/D/1321-1322/2004 (2007).

65)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 2006년(단 1-6월) 306명. 이 숫자는 보충역(공익근무) 대상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또한 2001년 368명(집행유예 1명 포함,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그중 
집행유예자), 2002년 829명(4명), 2003년 549명(6명), 2004년 744명(5명), 2005년 674
명(2명), 2006년(단 1~6월) 31명이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성주, 장병 인
권과 군사법 제도,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편(전게주 47),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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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Committee는 제8조 3항 c호 ii)를 反對解釋하면 양심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는 국가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는 규약의 보호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다. 즉 Muhonen v. Finland 사건에서66) 규약 제18조 1항이 양

심  병역거부를 보장하느냐에 한 단을 회피하 던 Committee는 L.T.K. v 

Finland 사건에서 규약 제8조 3항 c호 ii)를 감안할 때 규약 제18조  제19조가 

양심  병역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단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통보자는 규약상의 권리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하 다.67) 이러한 

입장은 규약의 련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9조  제4조 3항 b호에 갖고 

있는 유럽인권 약상 Grandrath v. Germany 사건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었다. 즉 

이 사건에서도 양심  병역거부의 불인정은 유럽인권 약의 반이 아니라고 결

정되었다.68) 어도 1990년 에 들어오기 이 에 Committee는 양심  병역거부

가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해석을 한 바 없다. 

양심  병역거부가 규약의 의하여 보호된다는 입장을 Committee가 최 로 표

명한 사례는 J. P. v. Canada 사건(1991)이었다.69) 이 사건 통보자는 퀘이커 교도

인 여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종교  신념상 캐나다 정부의 군사활동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   연방 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 납부를 거부하고 신 그 액을 민간 평화운동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

다. 이 사건이 Committee로 제기되자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세 납부의 거

부까지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통보 자체는 각하되었

지만, 이의 설명과정에서 양심  병역거부가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언 이 

있었다.70) 이는 양심  병역거부가 규약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Committee 차원의 

66) Muhonen v. Finland, Communication No. 89/1981 (1985). 
67) L.T.K. v Finland, Communication No. 185/1984 (1985).
68) Grandrath v. Germany, Application No. 2299/64 (1964). 이 사건의 피고인 독일은 양

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대체복무도 
거부하며 완전한 면제를 주장하여 징역 8월형을 선고받자 유럽인권협약상의 구제를 
시도한 것이었다. 이의 판단과정에서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유럽인권협
약 제4조 3항 b호의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제도의 실시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
다고 보았다. 

69) J. P. v. Canada, Communication No. 446/199 (1991).
70) “Although article 18 of the Covenant certainly protects the right to hold, express and 

disseminate opinions and convictions, inclu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activities and expenditures, the refusal to pay taxes on grounds of conscientious 
objection clearly falls outside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is article.” 상게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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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 언 이었는데, 이 같은 입장 변화의 근거에 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

다. 이후 발표된 1993년도 Committee의 일반논평 제22호는 맨 마지막 문단에서 

규약 제18조가 양심  병역거부를 명시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명  

무기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나 신념을 공표할 권리와 심각

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심  병역거부의 권리가 제18조에서 생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하 다.71) 여기서도 Committee의 입장 변화에 한 

이론  설명은 없이, 단지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

들이 늘어났다는 지 만을 앞세우고 있었다.

이 무렵 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양심  병역거부자를 한 체복무제가 이

미 시행 이었고, 양심  병역거부 자체가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되느냐 여

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Committee에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체복무제를 실시하

고 있는 국가에서 양심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제기하는 정결

과에 한 이의, 체복무 자체도 거부하려는 이의, 체복무의 기간이 통상  

兵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다는 이의 등이 주로 제기된 사건이었다. 이미 체복

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심사과정에서 양심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Committee는 거의 당사국의 손을 들어 주었

다. A.R.U. v. Netherlands 사건이나72) Westerman v. Netherlands 사건이73) 이에 

해당한다.

체복무의 기간에 하여도 Committee는 기보다 차 극  입장을 취하

여 왔다. Jaervinen v. Finland 사건은 체복무기간이 무 길어서 차별 이라고 

주장한 사례 다.74) 핀란드의 경우 병역은 8개월, 체복무는 16개월간 근무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체복무도 면제되었다. 체복무를 택한 통보자는 16개월이란 

기간이 차별 으로 길다고 주장하 다. 당시 Committee는 이러한 기간 차이가 

법 앞의 평등에 배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그러나 9년 뒤 Foin v. France 

사건에서 Committee는 1년의 역복무 신 2년의 체복무기간은 무 길어서 

para.4.2.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는 J. v. K. and C. M. G. v. K.-S.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483/1991 (1992))와 K. V. and C. V. v. Germany 
(Communication No. 560/1993 (1994))가 있다.

71)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1993), para.11.
72) A.R.U.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509/1992 (1993).
73) Westerman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682/1996 (1999).
74) Jaervinen v. Finland, Communication No. 295/198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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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이라고 단하 다.75) 역보다 체복무기간이 더 길 수 있다는  자체

에 하여는 Committee도 부정하지 않았으나, 체복무기간의 장기화에는 객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랑스는 그러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

다고 결정하 다. 같은 입장은 Maille v. France,76) Venier and Nicolas v. 

France77)에서도 반복되었다. 체복무기간의 합리성을 묻는 통보사건들은 양심  

병역거부권 자체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 문제로만 다루어졌다. 

한편 Committee는 각국의 정기 國家報告書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심  병역

거부를 인정할 필요에 하여 여러 차례 지 하 다. 2006년 한국의 제3차 국가

보고서 심사에 있어서도 양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하 다.78) 

2007년  한국의 양심  병역거부자 문제를 다룬 결정에서 Committee는 이 

권리의 성격에 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 다. 즉 규약 

제8조 3항은 양심  병역거부권을 승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양심  병역

거부는 오직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단하여야 한다. 제18조상 양심의 자유가 

모든 법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나, 어도 信念에 반하는 행동

을 강요당하지 않을 보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양심  병역거부가 진정한 신념에

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오직 제18조 3항에 의한 제한만이 가능한데, 그 제한도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이 多樣性을 보장하여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

았다.79) 결국 양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의 법제는 규약 반이라고 

단하 다. 이 결정에는 Wedgwood 원의 반 의견이 첨부되었다. 그녀는 납세의

무에 한 양심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와 다른 국가  의무에 

한 거부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가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 다. 규약 제8조 3

항 c호 ii)에 한 해석도 양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하여는 극복하여야 

75) Foin v. France, Communication No. 666/1995 (1999).
76) Maille v. France, Communication No. 689/1996 (2000).
77) Venier and Nicolas v. France, Communication No. 690/1996 and 691/1996 (2000).
78)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 Republic of Korea, CCPR/C/KOR/ 

CO/3 (2006), para.17. 기타 스페인(CCPR/C/79/Add.61 (1996) para.15), 벨라루스(CCPR/C/ 
79/Add.86 (1997), para.16), 멕시코(CCPR/C/79/Add.109 (1999), para.20), 루마니아(CCPR/ 
C/79/Add.111 (1999), para.17), 도미니카(CCPR/CO/71/DOM (2001), para.21), 베네쥬엘
라(CCPR/COo/71/VEN (2001), para.26), 쿠웨이트(CCPR/C/69/KWT (2000), para.44), 베트
남(CCPR/CO/75/VNM (2002), para.17)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었다.

79) 전게주 64, par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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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장애이며, 아직도 의무병역제를 실시하는 국가  상당수가 양심  병역거부

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도 지 하 다. 그녀는 종교  신념에 기하여 국가의 

합법  요구사항을 회피할 권리가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소수의견 역시 규약 해석론으로 이론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 규약의 운 에 있어서 양심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단된다. 

양심  병역거부의 인정을 주 하던 Committee가 1990년  이후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즉 유엔 인권 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 재 Human Rights Council의 신)는 1987년 이후 지속 으로 양심

 병역거부권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 다. 인권 원회는 오스트리아의 제안으

로 1987년 양심  병역거부권을 지지하는 결의를 처음으로 채택하 다(결의 

1987/46). 이후 인권 원회는 체로 격년마다 양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

를 채택하 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보호의 폭을 확장시

켜 왔다. 인권 원회 결의 1989/59와 1991/65를 거쳐, 결의 1993/84는 재 복무

인 군인도 양심  병역거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들에 한 체복무가 처벌 인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 다. 결의 1995/83을 거쳐 결의 1998/77에는 

양심  병역거부자를 난민 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까지 포함

되었다. 결의 2000/34와 결의 2002/45 이후 채택된 결의 2004/35는 분쟁 후 평화구

축의 일환으로 양심  병역거부자에 한 赦免을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인권재 소가 Grandrath 사건에서 양심  병역거부권을 

부인한 이후80)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 Consultative Assembly는 1967년 

의 결에 반 하는 결의를 채택하 다. 즉 결의 제337호는 양심  병역거부가 

유럽인권 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하 다. 아직 

정식으로 발효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 성안된 유럽 憲法은 Title II-10 제2항에서 

양심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양심  병역거부의 불인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2002년 1

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박시환 사가 양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兵役

法 제88조 1항 1호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

회  심이 고조되었다.81) 이어 2004년 한 지방법원 결에서 양심  병역거부

80) 전게주 68 참조.
81) 이 2002년 1월 29일자 위헌제청결정문은 안경환⋅장복희 편, 양심  병역거부(사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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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하여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상당한 장이 일었고, 이의 인정 여부가 사

회  주목을 크게 받았다.82) 그러나 곧 이어 2004년 여름 법원과 헌법재 소

가 잇달아 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결을 내리자 하 심에서의 무죄 결의 여 는 주춤해진 느낌이다.83) 법원은 

이 결에서 양심  병역거부자가 규약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 련조항의 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재 국회에는 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하자는 병역법  개정 법률안이 계류 

이기는 하나, 본격 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84)

이 문제에 한 국내 법원의 입장과는 상 없이 양심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

사처벌을 받은 자가 사건을 Committee에 제기한다면 계속 으로 한국의 규약 

반의 결론이 나오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 정부도 2007년 9월 18일 양

심  병역거부자에게 체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

혔다.85)

바. 외 진정의 제한

재 통령령인 軍人服務規律은 군인이 복무와 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

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로 그 해결을 요청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3항). 최근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된 군인복무기본법안도 군인은 복무와 련된 고충사항을 동법과 국민고충처리

각, 2002), p. 368 이하에 수록. 
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년 5월 21일 선고, 2002고단3941 판결.
83) 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 2004도2965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4년 8월 26일 선

고, 2002헌가1 결정. 이 판결을 전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
입을 지지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 제24호(2003), p. 279 이하; 윤영철,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양심적 병역거부”,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2004), p. 389 
이하; 김승환,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연구”(국가인
권위원회, 2004), p. 17 이하; 이기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는 Liviathan이어야 하는가?”, 한양법학 제17집(2005), p. 7 이하;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5년 상반기호(제7호), p. 265 이
하; 박종보,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5년도 상반기호(제7
호), p. 287 이하 등.

84)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2004. 11. 18) 및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2004. 11. 19).

85) 문화일보 2007년 9월 18일자, 1면.



鄭 印 燮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 35～6256

원회 등 다른 법률에서 군인에게 허용된 고충처리 차 외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5항). 재 국민고충처

리 원회의 설치  운 에 한 법률 제14조 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 4호는 병무보훈 분야  내거주 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 등 국방

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 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군인

은 군  내에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 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86) 

그러면 군인은 법령에 직  근거를 갖는 국가기 에 한 진정 이외의 방법으

로 복무상의 고충을 외부에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규약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군인에 한 와 같은 제한은 우선 규약 제

19조 2항 표 의 자유보장 조항과 제26조 법 앞의 평등조항에 한 반이라고 

단된다. 군인이 복무와 련하여 법 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나 군 자체 

내에서 구제되지 않는 경우 그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외 으

로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제한이 용될 가능성은 일반 국민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개개 事案別로 제한 가능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재의 법령과 같이 군인이라는 신분에 근거하여 고충호소라는 

표 의 자유가 일반 으로 제한된다면 이는 규약 제19조 2항에 배된다. 한 

군인이라는 신분에만 근거한 재와 같은 일률  제한은 규약 제26조 법 앞의 

평등조항에도 배된다. 

사. 결사의 자유

행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군무에 향을 주지 않는 순수한 친목단체 외에

는 국방장 의 허가 없는 군인의 사회단체 가입을 지하고 있다. 한 국회에 

계류 인 군인복무기본법안 제25조 2항은 이를 약간 더 구체화하여 군인이 사

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 등을 목 으로 하는 단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結社의 자유에 한 이 같은 제한은 규약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8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이성주(전게주 65), p.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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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22조 1항은 모든 사람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2항은 

국가안보, 공공안 , 공공질서, 공 보건 는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  자유

의 보호를 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과 경찰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하여는 와 같은 요건상의 제약 

없이도 “합법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첨가하고 있다. 군인과 경찰의 신분 

 업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結社의 자유에 하여 일반인과 달리 폭 넓은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87) 이는 특히 군인과 경찰의 정치  립성의 확보

와 련하여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다면 법률로 제정만 한다면 군인과 경찰에 하여는 결사의 자유를 무제

한 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군인과 경찰의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  내용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88) 규약 제22조 2항은 군인

과 경찰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하는 데만 폭 

넓은 제한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군인과 경찰의 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입법연 을 보아도 제2항은 군인⋅경찰

의 결사의 자유를 일체 부인하기 하여 설치된 조항이 아니며, 군인과 경찰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일정한 단체, 특히 勞組 加入의 규제 가능성을 열어 놓기 

한 취지의 조항이다.89)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다면 군인이라 하여 결사의 자유

를 부인한다거나 무제한 으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90) 

그 다면 군인복무기본법안 제25조 2항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 조항은 

군인의 결사의 자유를 원칙 으로 부인하고, 일정한 제한된 목 의 단체에 하

여만 외 으로 가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가 기본 으로는 

87) 유렵인권협약 제11조 2항과 미주인권협약 제16조 3항에도 이 같은 제한을 허용하는 
거의 동일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

88) M. Nowak (전게주 19), p. 509. S. Joseph, J. Schultz and M. Casta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nd ed. (Oxford, 2004), p. 576도 동지.

89) M. Nowak (전게주 19), p. 509; N. Jayawickrama (전게주 45), p. 759. 
90) 유럽국가들의 경우 덴마크,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는 군인

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단 파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
페인 등에서는 군인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군인들은 군인 노조의 결
성은 허용되지 않으나, 상업적 민간조직 가입은 가능하다. 군인도 노조와 같은 직업조
직에 가입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G. Nolte ed.,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De Gruyter Recht, 2003)의 내용을 김광식⋅김안식(전게주 39), 
p. 149 이하에 “유럽 각국의 군사법 체계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발췌 요약
된 자료 pp. 157-158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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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권리이나 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폭 넓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제25조 2항은 입법의 방식이 반 로 되어야 한다. 즉 재와 

같은 원칙  지 취지의 표 은 삭제하고, 다만 정치  성격의 결사나 노동단

체, 기타 軍務遂行에 부정  향을  우려가 높은 단체 등에 한하여 가입을 

지하거나 는 국방장 ( 는 지휘 )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 국가배상청구

헌법 제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1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련하여 받

은 손해에 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공무원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배상을 국가나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없다(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군인⋅군무원 등이 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련하여 사, 순직 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 , 유족연 , 상이연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91)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군인이 공무수행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원호보상 계법에 의하여 보상 을 지 받으

므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으면 2  지 이 된다는 것이었다.92) 국가배

상법 제2조 1항 단서조항에 하여는 행 헌법 제29조 2항과 같은 조항이 없던 

제3공화국 헌법 시 인 1971년 법원에서 헌 결이 내려졌었다.93) 당시 이 

결이 던졌던 사회  충격에 하여는 특별히 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헌 결이 내려진 이후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이 개폐되기 보다

는, 오히려 1972년 유신헌법의 제정시 이의 헌법  근거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

91)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조항은 1967년 법개정으로 삽입되었고, 1981년 자구 수정
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92) 제정 당시 국가배상의 90%가 군인 등의 청구사건으로 이른바 이중배상으로 인한 국
고손실을 막기 위한 재정적 고려가 주요 입법 원인이었다. 제6대 국회 법사위원회 제
59회 회의록(1967. 1. 27), p. 18 이하 참조. 기타 동지, 조종현, “국가배상법의 위헌성
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1976년 3월호(통권 제183호), p. 53. 이에는 인권보다 국익을 
중시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금태환,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합리
성”(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2), p. 70.

93) 대법원 1971년 6월 22일 선고, 70다1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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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일단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재 국내법 인 측면에서는 헌 

문제가 제기되기 어렵다.94) 그러나 헌법 제29조 2항을 포함하여 국가배상법이 

군인⋅군무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규약상 문제가 없는가?

이에 한 답은 1971년 6월 22일자 법원 결문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원의 단은 다음과 같았다. 즉 법원은 군인군속에 하여만 손해배

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합리 인 이

유와 범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하고, 원호보상 계법은 군인 등이 복무 의 

희생  사에 하여 이를 보상하고 퇴직 후의 생활이나 유족의 생활을 부조

함을 목 으로 하는 법이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 로 인한 손해를 보하는데 

그 목 이 있으므로 양자는 제도의 목 이 다르다고 보았다. 한 군인연 법 제

41조 등은 타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여를 받은 자에 

하여는 이 지 이 되지 않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에 하여

도 이러한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고 있는데 유독 군인, 군속에 한하여만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설시하 다. 결국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군인군속 피해자의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

해하는 것이라고 결 내렸다. 굳이 규약의 실행을 찾을 것 없이 당시 우리 법

원의 논지에만 입각하더라도 재의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군인⋅군무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신분에 

의한 차별로 규약 제26조 법 앞의 평등조항에 배된다. 

이에 하여는 국가배상 청구권도 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인가라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규약 자체는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Broeks v. Netherlands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르면 규약 

제26조가 당사국에 하여 국가배상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그 속에 차별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비차별 

원칙의 용범 는 규약이 직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95) 같은 

94) 예를 들어 대법원 1994년 12월 13일 선고, 93다29969 판결 참조. 다만 근래 국가배상
법 제2조 1항 단서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는 여러 건 내려진 바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1996년 12월 20일 선고, 
96다42178 판결; 대법원 1997년 2월 14일 선고, 96다28066 판결; 헌법재판소 1994년 
12월 29일 선고, 93헌바2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합헌이라 할지라도 헌법 및 국가배
상법상의 제한조항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지속되었다. 금태환(전게주 92), p. 
69; 김광식⋅김안식(전게주 39), p. 143.

95) Broeks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172/1984 (1987). 이 사건에서는 실업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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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서 단한다면 군인⋅군무원에 한 국가배상 제한 역시 규약 제26조 

반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96) 

자. 간부 자가용 보유제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장  부 장은 운 자(자가 운 자 포함)의 차량이 법령

상의 자격을 구비하 는가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자가용 차량의 군사구역 내 출

입인가 사항을 부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39의 제26조). 이를 근거로 

장  부 장은  간부의 자가용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부

가 다수이다. 략 근속 36개월 이하의 장교나 근속 60개월 이하의 부사 이 

제한 상이다. 군부 는 체로 소도시 외곽 는 산간 교외지역에 치하므로 

출퇴근에 있어서 교통의 이용이 상 으로 불편하며, 자가 운 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소유 자체를 지 는 억제하는 내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간부의 경우 아직 부  응력이 떨

어지고, 기 때문에 음주운 과 같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자가용을 보유

하고 있으면 무단으로 수지역을 벋어날 우려가 높다는 것 등이 이유이다.97)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평등권 반의 차별행 라 아니할 

수 없다. 단순히 사고 험이 높다거나 차량을 보유하면 수지역 무단이탈의 

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의 자가용 보유를 제한할 근거는 성립하지 않

으며, 군종이나 법무 등 병과에 따라 자가용 보유의 필요성이 구별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요즘과 같이 자가용 보유를 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 고 있

으며, 실제 부분의 가정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간부

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자가용 보유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 남녀차별이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규약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
였다. 이러한 입장은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8 (1989), para.12
에 의하여도 지지되었다. 

96) 경제적 청구권 행사에 관한 차별을 Committee가 규약 제26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다른 
사례로는 Pauger v. Austria, Communication No.716/1996 (1999), Gueye et al. v. 
France, Communication No.196/1985 (1989) 등이 있다. 

97) 다만 법무, 의무, 군종 장교는 예외로 차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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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면서

이상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의 각 규정과 

한국의 군 련 제도의 충돌 가능성을 반 으로 검하여 보았다. 그간 양심  

병역거부 문제 외에는 군 련 사항이 인권조약의 시각에서 본격 으로 검토된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았다. 이는 쟁에 비한 특수조직으로서의 군 에서는 어

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감아 주어야 한다는 사회 분 기의 향을 

지 않게 받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근래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고양으로 군

에 하여도 과거 식의 “ 외”를 무조건 용인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이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한 이유는 국내인권 상황을 국제  수 으로 고양시키겠다는 의지의 

표 인 만큼, 군 라고 하여 마냥 용 외가 될 수 없다. 본고에서 지 된 문

제 들을 보면 이제까지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시행되어 온 것으로 국내

법에 비추어 보아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부분이다. 오늘날에는 군 에서의 

행 라 할지라도 국제인권기 에 부합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 과 정의 

상이 됨은 물론 국내 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개선조치 마련

에 한 검토가 시 하다고 단된다. 

주제어: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 군 , 공익근무, 창, 양심  

병역거부,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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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Human Rights of Military Personnels of Korea

98)

In Seop Chung
*

In Korea, for a long time military service has been called “sacred duty” and 

military has been a kind of “untouchable.” It is true that many Koreans thought 

human rights of military persons might be disregarded for building strong army. 

However,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during last two decades has brought 

new change for general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in military.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ilitary persons is not accepted any more. Military can not 

draw people’s support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of military persons. In 

this articl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n military is reviewed by the standard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ratified. Military judicial system, military disciplinary punishment, 

conscious objection, right to association, right to petition, etc are mainly analyzed. 

General conclusion is that more improvement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military are required to satisfy the international standard.

Key word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ilitary, 

military disciplinary punishment, conscious objection, militar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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