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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규범이 개별 국가로 유입될 때, 정부나 국회, 여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는 규범 수용 여부에 관한 논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들 행
위자의 규범 수용에 관한 태도와 그에 따른 규범 논쟁 양상은 수용 국가
의 문화나 규범 체계와 같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부의 국제규범의 규범적 당위성과 규범이 요구하는 행동이 수용 
국가의 문화나 규범체계와 충돌할 경우, 정부나 국회, 여론 등의 거센 반
대에 부딪힐 수 있다. 반면, 같은 규범일지라도 수용 국가의 문화적 특수
성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내 유입 및 내재화에 관한 사
례를 통해 외부 규범의 국내 내재화 결과가 국내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1970년대 아
파르헤이트 운동을 계기로 평화 추구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 보장 차원에
서 국제규범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UN 인권위원회의 지속적
인 결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가 시행된 1950년대부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
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1990년대 후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국내 인권운동가와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면서부터 주목받았다. 하지만, 규범 유입 초기 남북분단이라는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중요성이라는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양심에 따라 군대
를 가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규범 수용 시도는 정부와 국회, 그리
고 여론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이에 인권 및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병역거
부자들에 대한 처벌 완화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론은 ‘군대를 가지 않
을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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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금씩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규범 논쟁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흐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 이행
의 한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
결을 내렸다. 이후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논의를 거쳐 2020년 대체복무제가 
실시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규범에 관한 국내 행위자들의 논쟁 양상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그 변화 원인으로 규범주창자의 규범 수용 방식을 주목
한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 과정에 있어, 인권 및 평화운동 단
체들은 해당 규범에 대한 국내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 소수자 배려라는 새
로운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행위자들의 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내재화된 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본래에 
비해 제한되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물질적 요소와 더
불어 국제사회에서 공용될 수 있는 규범과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는 현대 국제정치적 배경 속에서 국제규범, 특히 인권규범이 개별 국가로 
어떻게 수용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의
의를 가진다.

주요어 :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논쟁, 규범주창자, 규범수용자, 내재화, 
         규범지역화
학  번 : 2019-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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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정치학계는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

로서 기존의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질적 요소가 아닌, 국가 간 공유
되는 정체성이나 가치관 등 비물질적인 요소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
다.1)  국제규범은 그 중 하나로서, “주어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행위
자들이 행위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국제규범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다양한 쟁점 영역에 있어 국
제규범이 국가의 행위를 어떻게 제약 또는 구성하는지에 주목하였다.3) 인
권은 규범 연구가 주목하는 대표적 쟁점 영역 중 하나로서, 이는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의 확산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잭 도넬리(Jack 
Donnelly)는 이에 대해 인권이 “패권적인 정치 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고 평가하였다.4) 

국제인권규범의 확산 현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의 실현 과정에서 
국가 주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5) 대부분의 쟁점 영역의 
국제규범은 국가 상호 간의 행위를 규정하지만, 인권 규범은 주권 국가의 

1) Christine Ingebritsen, “Norm Entrepreneurs: Scandinavia's Role in World 
Politic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37, No. 1 (2002), p. 12.

2)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p. 
893. 

3) Beth Simmons, “International Law and State Behavior: Commitment and 
Compliance i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4 (December 2000), pp. 819-835.;   Lisbeth 
Zimmermann, “Same Same or Different? Norm Diffusion Between 
Resistance, Compliance, and Localization in Post-conflict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7, No. 1, (February 2016), pp. 98
–115; Luke Glanville, “Does R2P matter? Interpreting the impact of a 
norm,”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51, No. 2 (June 2016), pp. 184-199.  

4)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p. 55.

5) 국제규범에 대한 앞선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 및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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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행위를 규정하는 성격을 가진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선언
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권의 보편성을 지역적 특수성에 우선할 경우, 국
제사회와 자국의 특수한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규범 수용국의 충돌 가
능성은 더욱 농후해진다.6) 그리고, 그러한 충돌은 단지 국제사회 수준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과 국제사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인권규범에 주목하여 인권규범 확산
의 선행요건인 개별 국가의 인권규범 수용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규범이 개별 국가 내에서 어떻게 유입되고 확산되
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적 특수성과의 충돌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권 규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가운
데, 개별 국가의 인권규범 수용 원인 및 과정은 이미 많은 연구자가 주목
한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7) 이러한 연구 중 상당수는 특정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국내 사회적 동원(social mobilization)을 통해 국가
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회화(socialization)’에 주목한다.8) 특히, 토마스 
리세(Thomas Risse), 스테판 롭(Stephen Ropp), 캐서린 시킨크(Kathryn 
Sikkink)는 사회화를 설명하기 위해 ‘나선형 모델(spiral model)을 제시하

6)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은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규정
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성
격도 함께 인정하였다. UN General Assembly,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2 July 1993, A/CONF.157/2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83139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7일) 

7) 개별 국가의 규범 수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물리적 힘에 의한 강압, 행위자 
간 의사소통에 의한 설득, 수용자의 문화적 변용(accurlation)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문화적 변용의 경우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기도 한다. 위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Ryan Goodman and 
Derek Jinks, "How to Influence States: So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ke Law Journal Vol. 54, No. 3 (2004), pp. 621-704.
을 참고할 것.

8) 마사 피네모어(Martha Finnemore)와 케서린 시킨크(Kathryn Sikkink)는 ‘사회화’
를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induce) 작동 기제(mechanism)”로 정의하였다. Finnemore and Sikkink, 1998, 
p.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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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외에서의 사회적 동원에 있어 비국가적 행위자와 이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Transnational Adovcacy Network, TAN)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9) 그간 국제정치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비국가행위자에 주목
한 이들의 연구는 개별 국가의 인권 규범 수용 이유는 물론, 국가 간 인권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후속 연구들에 큰 영향을 주었다.10) 

하지만, 해당 모델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
적 가치와 국내적 특수성의 충돌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이로 인해 인권 탄
압 혹은 인권 규범의 미준수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의 사회적 동원 시도에 
국내 청중들이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무리하게 전제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권 규범과 규범 수용 국가의 국내적 
특수성이 조우하는 순간 발생하는 ‘규범 논쟁’에 주목하여 규범 논쟁의 변
화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
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권 규범이 특정 국가의 국내적 특수성에도 불구

9) 리세와 시킨크가 제시한 나선형 모델은 시킨크가 마가렛 켁(Margaret Keck)과 제
시한 ‘부메랑 모델(boomerang model)’을 발전시킨 것이다. 부메랑 모델은 개별 
국가의 인권규범 채택 및 국제적 확산 과정을 A국가의 인권 탄압→A국가 NGO와 
TAN에 의한 국제이슈화→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적 압력 및 이를 통한 
인권 상황 개선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반면, 나선형 모델은 A국가의 
인권 탄압→국내외의 개선 요구에 대한 A국가의 거절→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른 
제한적 순응→국제규범의 비준 및 국내제도화→국제규범의 내재화 및 A국가의 행
위 변화 등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 Margaret Keck and Kathry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Thomas Risse, and Kathryn 
Sikkink, “The soci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domestic practices: Introduction,” In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Eds.),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7-33. 

10) Brian Greenhill, “The Company You Keep: International Socialization and 
the Diffusion of Human Rights Nor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4, No. 1, (March 2010), pp. 127–145; Hun Joon Kim, “Structural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prosecution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9, No. 2 (March 2012), pp. 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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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사회에서 내재화되는 과정 전반을 보이고 이에 대한 가설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 사
례를 통해 규범 유입 초기, 여론과 주요 정책결정 행위자의 반대에 부딪혔
던 NGO의 규범 수용 노력이 어떻게 2018년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결과
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규범의 유입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의 규범 논쟁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양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한국에서 2010년대 후반 양심적 병
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했다는 점은 규범 연구의 여
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11) 

우선,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과 관련하여 가장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역별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수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2016년 기준으로 병역거부
로 인한 수감자는 500명이 넘었으며, 2000년 이후 수용된 수감자 수는 약 
10,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12) 또한, 한국은 해당 규범의 국제적 확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분단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여론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 무관심 혹은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일종의 옹
호연합을 형성하여 정부와 대중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나섰으며, 
일부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론과 정부, 국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11)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판
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역거부자의 처벌 규정인 병역
법 88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 결론 내렸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대체복무제 필요성
과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전원재판
부 결정. 

12) Amnesty International, “숫자로 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https://amnesty.or.kr/10835/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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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증가하였으며, 정부 차
원 역시 대체복무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
기까지 했다. 그리고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
정과 이후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 대체복무제가 처음으
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전반에 걸쳐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의 특수한 외부 환경과 고유한 가치 체계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심했다는 점이다. 북한이라는 상존하
는 안보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남성에 대한 징병제도, 그리고 
이로 인한 병역의무의 중요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
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논쟁 양상이 변
화하여 결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의해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13)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은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에는 수용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다소 변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 판결
과 이후 국회의 병역법 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국방부 차원에서 실시
되었다.14)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규범 논쟁 양상의 변화 원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수용자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내 규범주

13)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Third periodic report,” 
CCPR/C/KOR/2005/3, (10 February 2005), para. 272. 
https://undocs.org/CCPR/C/KOR/2005/3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14)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Fourth periodic reports,” 
CCPR/C/KOR/CO/4, (16 August 2013), para. 26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17983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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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라고 할 수 있는 NGO가 국내 다른 규범수용자와 여론의 반대를 완화
하기 위해 택한 규범 수용 전략과 그 효과에 주목한다.15) 이를 위해 먼저,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하여 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내에
서 논의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원
인을 국내 NGO의 규범 수용 전략과 이에 관한 국회나 정부와 같은 나머
지 규범수용자 및 핵심 청중의 반응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와 같이 국제규범의 개별 국가 내 수용 및 내재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함
으로써 국제규범 확산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주목하는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
부는 국가의 최우선 목표인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징병제도에 도
전 혹은 불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6) 제레미 케슬러
(Jeremy Kessler)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주권 및 국가권력의 우월
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7)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국가 내에서 인정되고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기 위해서는 개
별 국가 내, 특히 정부와 여론 차원에서 해당 규범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외부 환경과 규범 체계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규범 수용을 위해서는 더욱 큰 변화가 요구됐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국제규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범 관련 논쟁 양
상 및 내재화 정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 일종의 
“least-likely case”로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대상이라
고 할 수 있다. 

15) 규범주창자는 특정 사안을 해석 및 규정하는 ‘프레이밍(framing)’ 행위를 통해 이
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이에 대한 여러 행위자들의 관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 Finnmeore and Sikkink, 1998, 897. 

16) Matthew Lippman,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No. 1 (1990), p. 32.

17) Jeremy Kessler, “The Invention of a Human Right: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United Nations, 1947-2011,”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Vol. 44, No. 3 (Spring 2013), p.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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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이라는 사건을 분석단

위로 하는 단일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단일사례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대표
하는 특징을 가지거나 반대로 매우 희귀한 사례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방
법이다.18)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
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안보 상황이 특수하고 복무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근대 국가 수립 이후 종교
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되고 이후 정치적 신
념으로까지 확산했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종교적 
신념 차원의 병역거부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함께 논의되었다
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여
러 차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꾸준히 
대두됐다는 점은 이러한 대상 사례로서의 의미를 더욱 부각한다. 

한편 잭 레비(Jack Levy)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특
정 사건을 기술하는 ‘개별사건기술(idiographic)’, 가설 생성, 가설 검증, 
타당성 조사(plausibility prob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9) 본 연구는 분
석 틀에 기반한 개별 사건의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설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규범 논쟁에 관한 분석 틀과 규범의 지역화에 관한 
이론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희귀사례
(deviant case)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포착
한 변화의 주요 원인을 식별하고 이에 관한 가설을 생성하고자 한다. 특
히, 본 연구는 아차리아가 제시한 지역화 이론에 기반하여 규범수용자와 
핵심 청중에 대한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중반을 변화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앞서 간
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시점을 전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정
부나 여론, 그리고 국회 등 주요 행위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

18) Robert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3) p. 40.

19) Jack Levy, “Case Studies: Types, Designs, and Logics of Inferen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5, No. 1 (March 200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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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시작점으로는 1990년을 설정하였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가입을 계기로 국내에서 인권 규범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
고 국제인권규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20년을 
종점으로 삼은 것은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 
2018년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2019년 관련 병역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0월에 처음 시행된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시기에 따른 변화는 단일사례
에 관한 종단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일사례연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20)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기별 규범 논쟁 양상의 변화를 자세히 기술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를 규정하
고 규범의 당위성과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이들 행위자 간 인식이나 담화
의 일치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NGO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
내 유입 통로이자 국내 규범주창자 역할을 한 핵심 행위자이다. 한편, 정
부 부처 및 각 부처의 고위 관료,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정책결정 행위자
는 규범 내재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규범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21) 

동시에 정책결정 엘리트의 선택은 대중과 같은 다른 규범 참여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2) 또한, 대중은 일상 생활에서 해당 규범을 준수함으
로써 규범의 수용 정도를 보여준다.23)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국
내에서 민감한 사안인 군 복무 문제와 연관된 만큼, 청중의 반응이 더욱 
중요하다. 규범 논쟁의 간접적 참여자이자 핵심 청중으로서 의제화된 규범
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 정도나 실제 이행의 지지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20) Yin, 2004, p. 46.
21) Jeffrey Checkel,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tics:: Bridging the 

Rationalist—Constructivist Divid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4 (December 1997), p. 476.

22) 남궁곤, 조동준, "국제규범의 국내확산경로: 대인지뢰금지규범의 국회 내 유입과 발
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3호 (2010), p. 31.

23) Harold Hongju Koh, “Why Do Nations Obey International Law?” The Yale 
Law Journal, Vol. 106, No. 8 (June 1997), p.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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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규범 논쟁 양상을 규범수용자들의 발화
에 나타난 주요 구호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의 수용 정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분한 규범 논쟁 유형의 변화 원
인을 탐색하고 그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종속변수로서 내재화 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측정
한 규범 논쟁 양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논쟁 양상이 규범수용자와 
여론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12월에 관련 법안
이 통과된 점을 고려할 때, 법제화 여부를 통해서도 내재화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이는 국제규범이 국내법 제정을 통해 국내의 법체계와 제도 전반
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24) 내재화 수준의 변인으로는 접목이나 가지치기
와 같은 규범수용자의 지역화 전략을 설정하고, 규범수용자가 주장하는 구
호나 활동 등을 통해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NGO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시기 동안 남북 간 
안보 상황을 비롯해 외부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규범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한다. 

연구자료로는 다양한 1,2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규범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유엔 내 관련 기구의 결의문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문
서를 살펴볼 것이다. 해당 규범의 국내 유입 이후 규범 논쟁 양상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행동이나 발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부의 인식은 자유권규약위원회나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무회의 보고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주최한 공
청회, 보도자료 등 역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
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이나 관련 위원회 회의
록은 규범 논쟁에 관한 국회 행위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대중의 태도는 국
가인권위원회나 병무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

24) Andrew Cortell and James W. Davis, “Understanding the Domestic Impact 
of International Norms: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 No. 1 (Spring 2000),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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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된 데이터셋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경우,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인지 혹은 실제 
이행 수준에 관한 응답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질문 내용이
나 조사 목적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의 당사자를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 규범의 수용에 관한 규범 논쟁에 참여한 인물의 견해나 인식은 당시 
규범 논쟁의 진행 과정과 변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
서, 임재성의 연구(2010)에서 언급된 주요 활동가들과 정책결정과정에 참
여한 행위자 중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위주로 아래의 
<표1>에 기재되어 있는 면담 대상자들과의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을 통해 
구술자료를 채증하였다. 다만,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실명 공개를 원치 않
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당시 병무청을 비롯한 정
부부처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의 경우 면담을 거부하여 이들의 견해는 담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는 아래의 면담대상자와 개인적 이해관계 
혹은 친분 관계가 없으며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특정 종교나 신념을 따르
는 단체들과도 일체의 연관이 없음을 밝힌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국내 규범 논쟁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기술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선행연구는 이

성명 현재 소속 비고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20대 국회 당시 박주민 의원 보좌관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겸 활동가

임종인 법무법인 해마루
17대 국회의원

법무관 근무 당시 집총거부 관련 재판 담당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1990년대 후반부터 평화인권연대 소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 전개

△△△ 여호와의 증인
2000년대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패널 다수 참석

○○○ 국가인권위원회
2000년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실무 담당

표 1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 관련 면담 대상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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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와 경험적 사례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그러한 접근이 기존의 
경험적 연구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제규범화 과정을 주요 사건의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성요소를 ’프레임‘과 ’클레임‘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어지는 장에서 다루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유지 혹은 변형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시기별 규범 논쟁 양상을 기술하
고 이를 통해 그 변화를 보일 것이다. 먼저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국내 
평화활동가와 TAN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내의 사회적 이슈로 처음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론이나 국회는 물론, 당시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던 
김대중 정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수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
히는 등 규범 교착 상태를 보였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양심
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나 정부 등 나머지 규
범수용자에게서도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포착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기술한 규범 논쟁 과정을 거쳐 내재화된 양심적 
거부 규범의 결과를 규범의 의미나 내용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둘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규
범수용자가 규범 논쟁 양상을 변경하기 위해 규범의 의미나 내용을 재해
석 및 재구성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결론으로 규범 논쟁에 관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4장에서 제시한 시기별 규범 논쟁 양상을 간략히 정리한 뒤, 그러한 논쟁 
양상이 내재화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논의함으
로써 규범 논쟁 과정과 규범수용자의 영향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가 규범 확산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는 한
편, 후속 연구를 통한 발전 방향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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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규범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규범수용자의 규범 수용 전략 효과에 

주목하여 개별 국가의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
범의 개별 국가 내 수용 및 내재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국제적 확산 과정 및 요인에 
관한 설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범의 확산에 관한 선행연
구를 먼저 다룬 뒤, 이후 개별 국가의 수용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여러 기존 연구 중에서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 특정 행위자의 역할
에 주목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Finnmore and Sikkink(1998) 이후 많은 학자가 국제규범의 
확산 과정과 그 원인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 연구가 
주목한 확산 기제에 따라 강제를 통한 확산과 사회화를 통한 확산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강제를 통한 확산은 강대국의 물리적, 사회적 압력으로 인
해 다른 국가들이 규범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25) 반면, 사회화
를 통한 확산은 규범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의 당
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과정이다.26) 

강제를 통한 확산이 국가 차원에 의한 기제라면, 사회화를 통한 확
산 과정에는 국가는 물론, 다양한 성격의 비국가행위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eck and Sikkink(1998)나 Risse, Ropp 
and Sikkink(1999)는 인권 규범의 확산 과정을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Risse, Ropp and Sikkink(1999)는 인권 정책의 변

25) Beth A, Simmons, Frank Dobbin, and Geoffrey Garrett,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Lib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4(October 2006), pp. 790-792.

26) Jeffrey T. Checke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ocialization in Europe: 
Introduction and Framework,”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No. 
4(October 2005), pp. 804-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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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인과적 효과의 작동 기제를 잘 설명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작동 
기제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자 간 의사소통의 종류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들은 나선형 모델에 따른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 가
지 의사소통 종류로 1) 규범 위반국가와 국내 시민사회 및 야당 세력 간 
2) 국내 시민사회 및 야당 세력과 TAN 간 3) TAN과 국제기구 및 서구 
세력 간 4) TAN, 국제기구 및 서구 세력과 규범 위반 국가 간 등을 제시
하였다. 이들의 구분은 비국가행위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화 효과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27) 

한편, 이들은 이러한 행위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화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인권 사안이 국가안보 및 지배집단에 미
치는 영향, 국내 정치 환경의 개방성 정도, 그리고 인권규범에 관한 국제
적 관심 정도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28) 이러한 분석은 구조 수준
에서 규범의 확산을 설명하던 이전의 연구들을 보완하여 국내 수준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29) 하지만, 이들
의 연구는 비국가행위자와 여론 간, 그리고 비국가행위자와 그 외 규범 수
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주요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충분
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층위에서의 발생하는 규범에 관한 
논쟁을 주목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이 규범 수용의 결과를 사회화 차원에서
만 이해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화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선호를 변화시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따
라서, 국가의 국제인권규범 사회화는 국제인권규범의 내용과 의미를 그대
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규범은 개별 국가로의 유입 과정

27) Thomas Risse and Stephen Ropp,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omestic change: Conclusions,” in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Eds.),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37. 

28) Thomas Risse and Stephen Ropp, 1999, pp. 258-267. 
29) 구조적 수준에서 규범의 확산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로는 Finnemore and 

Sikkink(1998)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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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화적 특수성이나 현지 가치 체계에 맞게 재해석 및 변형될 수 있
다. 따라서, 국내 행위자들이 수용한 인권 규범의 내용과 의미가 국제규범
과 비교하여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만일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
엇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규범의 내재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규범의 내재화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다. Finnemore and 

Sikkink(1998)에 따르면 국제규범의 발전 단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규
범 내재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30) 그들은 내재화를 모든 
행위자들이 해당 규범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에 따라 대중적 논쟁이 부재
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에게 있어 국제규범의 내재화는 앞서 다룬 규범
의 확산 기제로서 규범에 대한 개별 국가의 사회화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재화를 국제사회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논의한 그들의 설
명에 대해 개별 국가 내의 다양한 수용 및 이에 따른 내재화 과정 및 결
과를 무시했다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아미타브 아자리아
(Amitav Acharya)는 규범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으로 규범의 
보편성을 전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규범 수용 국가 내부의 행위자
를 경시하고 개별 국가나 지역에 따른 특수성의 영향을 간과했다고 지적
하였다.31) 

본 논문이 규범 내재화에 관한 연구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리스
베스 짐머맨(Lisbeth Zimmermann)의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였다. Zimmermann(2016)은 규범 내재화의 결과를 규범 수용 
여부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살펴보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개별 국가 
내에서 특정 영역별 내재화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내재화 영역은 ‘국내 담론으로의 내재화’, ‘국내 법으로의 내재화’, 
‘실제 실행으로의 내재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32) 그리고 내재화 

30) Finnemore and Sikkink, 1998, p. 895.
31) Amitav Acharya, Whose Ideas Matter?: Agency and Power in Asian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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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각 단계에서의 규범 수용 정도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외부 규범은 국내 수용 단계에서 법제화 형태나 이행 방식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담론 수준에서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
다.33) 그리고 영역별 내재화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수용 국가의 
종교나 정치적 상황 등과 같은 국내적 특수성을 꼽았다. 

이와 같은 짐머맨의 연구는 개별 국가의 규범 수용 양상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국내적 특수성으로 인해 내재화된 규범의 내용 역시 외부 
규범의 본래 형태와 다를 수 있다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제시한 분석 틀 역시 개별 국가의 규범 수용 
양상에 주목하고 내재화의 최종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한다. 특히, 규범 내재화를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내재화된 최종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규범 수용의 결과인 규범 내재화에 집중한 관
계로 규범이 국내로 유입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특
히, 규범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설정하고 국가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범의 내재화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자체보다는 국가 내부의 규범 수용의 주체들
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규범의 의미가 재
해석되고 그 내용이 변형되는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규
범의 내재화 결과는 규범 수용의 주체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에 영향을 받으며, 그 내용이나 의미는 규범의 수용을 두고 발생하는 규범 
수용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Zimmermann(2016)이 강조한 국내적 특수성의 
영향과 그에 따른 내재화 결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32) Harold Hongju Koh(1997)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순응을 의미하는 사회적 
내재화,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내재화, 사법 체계로 편입되는 법적 내재화 
등으로 내재화 유형을 구분하였다. Harold Hongju Koh, 1997, pp. 2656-2657. 

33) 짐머맨은 이와 같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외부 규범과 동일하지만, 국내 담론 차원에
서는 의미가 달라진 내재화 결과를 ‘규범 내장(embedding)’이라고 규정하였다. 반
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그 의미가 변형된 결과는 ‘규범 재구성(reshaping)’로 
지칭하였다. Zimmermann, 2016, pp. 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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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해당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Risse, Ropp and Sikkink(1999)
이 제시한 여러 행위자의 역할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외부 규범에 관한 국내 행위자들의 태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제3절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험적 차원의 연구는 크게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와 국내 사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외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로는 Dan Lainer-Vos(2006)과 Hansen(2006)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들 두 연구는 모두 규범 수용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는 공통점
이 있다. 

우선, Dan Lainer-Vos(2006)은 시민권 체계(citizenship regime)
라는 특성에 주목하였다.34) 그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세 개 국가
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고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로 상이한 시민권 체계가 시민운동 및 정부 대응방식
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공화주의에 기반한 프랑스의 경
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관용이라는 프랑스인의 덕목을 실현하는 ‘공공선(公共善)’ 차원으로 정당화
하였다. 반면, 자유주의적 시민권 체계의 미국에서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인만을 대
상으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35)

Hansen(2006)은 러시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 사례를 다루

34) 브라이언 터너(Bryan Turner)에 따르면 시민권은 민족국가의 구성원에게 부여되
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으로서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 속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한다. 따라서, 시민권 체계는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그것을 받기 위한 조
건 등에 관한 제도 전반을 아우른다. Bryan S. Turner,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Vol. 1, No. 1 (1997), p. 9.; Dan 
Lainer-Vos, “Social movements and citizenship: conscientious objection in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Mobilization. Vol. 11, No. 3 (2006), 
p. 279.

35) Dan Lainer-Vos, 2006, pp. 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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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는 2002년 러시아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관한 구체적 법률의 
제정 요인으로 1996년 러시아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 
가입에 따른 CoE의 인권 개선 요구를 꼽았다.36) 동시에, 그는 러시아의 
대체복무 법률 제정을 낮은 수준의 사회화, 즉 형식적 사회화로 규정하고 
그 증거로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는 러시아 연방의회(두
마) 의원 및 정부 관료들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
의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징병제 문화와 법률 제정 당시 진행 중이던 체첸
과의 전쟁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점을 들
었다.37) 

위의 두 연구는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 수용 요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에 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러시아 사
례를 다룬 플레밍 한센(Flemming Hansen)의 연구는 러시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징병제 문화와 안보 상황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우세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국내적 특수성이 규범의 의미나 내
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규범 수용을 반대
했던 정부나 의회 행위자, 그리고 여론이 규범 논쟁 가운데 어떤 경로로 
변화했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수용을 둘러싼 국내 
행위자를 식별하고 그들 간의 규범 논쟁 양상의 변화와 그 결과를 체계적
으로 기술 및 설명함으로써 이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 사례를 다룬 연구로는 서창
록과 유영수(2017)가 있다. 서창록과 유영수의 연구는 스페인과 한국의 비
교연구를 통해 국제규범과 초국가적 행위자 연합체가 국내의 인권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경로를 설명한다. 이들은 스페인 사례를 바

36) 1993년 보리스 옐친에 의해 대폭 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
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Flemming Hansen, “"Learning" to Offer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Norm Adoption in Russia,” 
Demokratizatsiya, Vol. 14, No. 1, p. 66.

37) Flemming Hansen, 2006, pp. 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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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국제규범의 영향력과 TAN의 활동이 국내 행위자의 선호와 국가의 
가용 자원을 변화시켜 인권 정책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38) 이 주장에 따
르면 한국의 경우, 위의 요소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으며 이
로 인해 당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관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서창록과 유영수의 연구는 동일한 대상과 공간 내에서 하
나의 규범에 대한 선호와 정책논의 양상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조사에 따
르면, 2005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7.5%인데 비
해 2016년에는 46.1%로 큰 차이를 보였다.39)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여론의 변화를 비롯하여 규범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임재성(2010)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참여한 주요 활동가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국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양심적 자유의 포괄
적 인정이라는 두 가지 담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하는 견해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반면, 양심적 자유의 인정은 평화운동과 연계하여 반(反)
군사주의를 표방했으며 병역의 ‘거부’로 표출되었다.40) 이처럼 임재성의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기존 규범과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기존 규범과의 연계가 국내 규범수용자와 청중

38) 서창록과 유영수(2017)에 따르면 스페인 내 양심적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
동이 초국적 네트워크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내외의 압력이 증가한 점, 그리고 
유럽공동체 가입 조건으로 인권 상황을 강조하던 당시 유럽의 시대적 환경이 스페
인 정부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으로 이어졌다. 서창
록, 유영수,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 정치: 한국과 스페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7권 3호 (2017), pp. 367-76.

39) 2005년의 국가인권조사는 국가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으며 유효응답 수는 
1,236명이다. 한편, 2016년 국가인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였
으며 1,504명이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리서치,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
사 총괄보고서(Ⅰ),” (2005), pp. 38-39; 구정우 외, 『국민인권의식조사』, (2016), 
p. 129. 

40) 임재성,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pp. 3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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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어느 정도로 공명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남북 간 적대적 대치라는 안보 상황과 병역의 의무가 국내에서 가지는 민
감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떠한 규범 영역에서 다루어졌는지에 따라 규범 논쟁의 유형과 내재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다룬 이론적, 경험적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다. 우선, 본 논문
은 임재성(2010)이 주목한 바와 같이 병역거부 규범 수용 과정에서 NGO
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규범주창자들의 사회운동 자체에 주목
한 그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이 개
별국가로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규범 변형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규범주창자의 동원에 대한 청중의 동조를 가정
하는 Risse, Ropp and Sikkink(1999)와는 달리, 규범주창자의 동원 효과
는 그들이 규범 수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앞선 문제제기에서는 규범 수용의 과정에서 
TAN은 물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을 규범 수용 과정에 참여하는 ‘규범수용자’
로 규정한다. 규범수용자는 새로운 규범을 제안하는 초국가적 규범제안자
(Norm-maker)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개별 국가 내에서 규범의 수용 
및 이행 등을 결정하는 국내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41) 

또한, 국내로 내재화된 규범의 형태나 의미는 국내 규범 수용의 주
체들 간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후술할 
‘규범논쟁(norm contestation)’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국내에서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규범수용자 간 상호작용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규범의 의미나 형태가 달라진 원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41) Jeffrey T. Checkel, “Norms, Institutions, and National Identity in 
Contemporary Europ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3, No. 1 
(March 1999),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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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본 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 규범 논쟁 양상을 본격적

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규범 논쟁의 개념과 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당
위성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TAN의 요구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UN인권위원회의 결
의문과 UN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및 양심의 자
유, 특히 평화에 대한 종교적, 양심적 신념의 존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프레임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안보 상황이나 병역거
부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 인정 등 일련의 
요구되는 행동들을 파악하였다.

제1절 규범 논쟁과 규범의 구성요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에 관한 정부나 

여론 등 주요 행위자의 입장이 특정 시점을 전후로 하여 변화하였다는 점
에 착안하여 2000년대 중반 전후의 규범 논쟁 양상을 비교 및 기술한다. 
여기서 규범 논쟁은 최소 둘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 수용
에 관한 담론의 충돌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표출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
다.42) 안테 위너(Antje Wiener)를 비롯한 일련의 학자들은 규범 논쟁 양
상을 크게 규범의 당위성에 관한 논쟁과 규범의 적용 대상 또는 상황에 
관한 논쟁으로 구분한다.43)

규범 논쟁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규범 논쟁 양상이 이해당사자들 간 
인식과 행동의 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42) Antje Wiener, A Theory of Contestation,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2014), p. 12. 

43) Antje Wiener, 2014, p. 12; Anette Stimmer, "Beyond Internalization: 
Alternate Endings of the Norm Life Cycl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3 No. 2 (June 2019), p. 272; Nicole Deitelhoff and Lisbeth 
Zimmermann, “Things We Lost in the Fire: How Different Types of 
Contestation Affect the Robustness of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2, No. 1 (March 2020),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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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44) 규범이 행위자들의 특정 행동을 제
약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본래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하다.45) 
따라서, 규범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
고 구성원 모두가 규범이 적용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규범의 내
재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아네트 스티머(Anette Stimmer)가 
제시한 규범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와 “실제 이행에 대한 합의”라
는 규범 논쟁 양상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한다. 스티머(Stimmer)는 
규범 논쟁을 유형화하기 위해 <표1>과 같이 규범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프레임(Frame)”과 실제 이행 수준에 관련된 “요구되는 행동(Claim)”을 
분석 틀로 제시하였다. 규범 구성요소로서의 프레임은 규범이 요구하는 행
동에 대해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범에 따른 
‘요구되는 행동’은 프레임에 의해 행위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 의무나 규
칙을 의미한다.46) 

이를 본 논문에 적용하면 프레임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타당
성이며, 요구는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같은 실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논쟁이 
초기 “규범 교착(Norm Impasse)” 상태에서 “규범 인지(Norm 

44) Holger Niemann and Henrik Schillinger, “Contestation ‘all the way down’? 
The Grammar of Contestation in Norm Research.”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3, No. 1 (June 2016), p. 41.

45) Finnemore and Sikkink, 1998, pp. 891-892.
46) Stimmer, 2019, pp. 270-276.

프레임 일치
(Frame Agreement)

프레임 불일치
(Frame Disagreement)

요구되는 행동의 일치
(Claim Agreement)

규범 확정
(Norm Clarification)

규범 무시
(Norm Neglect)

요구되는 행동의 불일치
(Claim Disagreement)

규범 인지
(Norm Recognition)

규범 교착
(Norm Impasse)

표 2  규범 논쟁의 유형(Stimmer 201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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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상태로 변화했음을 보일 것이다.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의 국제규범화 
규범의 프레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규범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자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47) 
즉, 규범은 규범 주창자가 무엇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따라 구
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다른 행위자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따라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규범 프
레임은 요구되는 행동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의 국
제규범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과 이에 따
라 요구되는 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규범 주창자들의 조직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규범
으로 발전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
부는 로마 시대에서부터 존재했으며, 2차 대전 직후까지는 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차 대전 기간에 무정부주의자나 사회주
의자들이 병역거부를 하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미국과 영국 등 북미와 유
럽의 기독교 종파 신도들이었다.48)  이들의 병역거부는 “화평케 하는 자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는 가
르침(마태복음 5장 7절)을 비롯한 평화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한다.

47) Finnemore and Sikkink, 1998, p. 896
48) Hitomi Takemura,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Individual Duties to Disobey Manifestly Illegal 
Orders,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2008), pp. 7-8. 집총을 포함한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대표적 종파로는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Quaker), 메노나
이트(Mennonites),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안식교) 등이 있다. 이들은 성경의 
내용에 기반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에 일체 이바지하지 않고자 병
역을 거부한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2), HR/PUB/12/1., p. 46;  
 Center on Conscience & War, 
https://centeronconscience.org/religious-statements-on-conscientious-obje
ction/ 최종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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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정
전론(正戰論)’이 체계화되었지만 기독교 평화주의는 소수 종파에 의해 지
속적으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전쟁과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은 근대적 정
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꾸준히 출현하였다.49) 이들은 종교적 신념의 인정
과 그에 따른 병역의 면제 혹은 다른 방식의 병역 이행을 요구하였다.50) 
다만, 그러한 요구는 변화를 추구한 것이기보다는 개인의 종교적 행위 차
원에 가까웠다.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던 양심적 병역거부는 1960년대 들어 사회
운동의 형태를 띠었다. 여기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반전
‧평화 운동의 확산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전쟁저항자인터
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친우세계위원회(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국제시민봉사회(Service Civil 
International) 등 5개 국제 NGO는 196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 뒤, 인권의 보호와 평화의 촉진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당위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51) 이는 기존과 달리, 정치적 동기
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기존 병역제도 및 이에 관한 
국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UN 차원으로도 이어져 
1970년 9월, UN 일반총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3위원회에 할당하여 처
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었다.52) UN 차원의 논의에

49)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서울: 뉴
스엔조이, 2002), pp. 48-90. 

50) 병역거부는 그 범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절대적 병역거부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여 병역을 거부한다. 반면, 특정 상황에서의 전쟁이나 
특정 무기의 사용을 반대하여 이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적 병역거부로 
분류된다. 김주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홍익법학』, 제20권, 1호, pp. 
203-204. 

51) Takemura, 2008, p. 29.
5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의된 UN 일반총회 제3위원회 안건(Agenda item)의 제

목은 “Youth, Its Education i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s Problems and Needs, and Its Participation in 
National Development”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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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전‧평화 운동 외에도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주
었는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한 불복종의 한 
수단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53) 이러한 시대적 영향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 주창자들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 차원을 넘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및 국제사회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조직적 행동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정당성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정치적 사상 및 신념의 표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87년 UN 인권위원회 결의 1987/46호를 기점으
로 체계화되었다. UN 인권위원회 결의 1987/46호와 2년 뒤에 나온 결의 
1989/59호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인권선언과 ICCPR에 의해 보장
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였
다.54) 1993년 UN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22호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
리가 ICCPR 제 18조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모든 신
념 및 양심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병역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55) 이후 UN인권위원회 결의 1998/77

단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결의문 수정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삭제되고 부당한 전쟁이나 식민주의, 차별
주의에 반대하는 청년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UN 
General Assembly, “Youth, its Education i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s Problems and Needs, and its Participation 
in National Development,” 9 November 1970, A/RES/263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58804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Takemura, 2008, pp. 30-33.

53) Takemura, 2008, p. 40
54) 홍관표,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법연구』, 제49권 3호, 

(2021), p. 90.
55) 개별 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조약기구는 조약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약 가

입국의 의무를 해석하고 문서화 및 배포하는데, 이를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이라고 한다.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40, Paragraph 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7 September 1993, 
CCPR/C/21/Rev.1/Add.4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82777 (최종검
색일: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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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 윤리, 인도주의적 확신(conviction)을 포함
하는 양심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56) 

이상의 발전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여러 UN 
결의문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것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과 ICCPR을 근거로 활용한다.57) 
특히, 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에서 ‘양심적 병
역거부의 권리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
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가지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권
리를 강조하였다.58) 이는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정당성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평화를 누릴 권리’의 프레임 역시 국제규범으로서의 정
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기
원을 종교적 평화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는 베트남 전쟁과 
아파르헤이트에 대한 반전 및 평화주의 운동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그 의미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술한 국제 NGO 외에도 Pax 
Christi나 평화정의봉사단(the Peace and Justice Service) 같은 가톨릭 
기반의 평화운동 단체는 각각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개별 국가
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내 지역적 확산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59) 이들 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정당성으

56)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2 April 1998, E/CN.4/RES/1998/77 
http://hrlibrary.umn.edu/UN/1998/Res077.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5
일)

57) Hitomi Takemura, 2008, p. 20. 
58) UN Human Rights Committee,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27 April 2011, CCPR/C/101/D/1642-1741/2007 
https://www.refworld.org/cases,HRC,4ff59b332.html (최종검색일:2021년 12월 
17일) 

59) 유영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의 국제규범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저), 『규범의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p. 150-153;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 (서울: 경계, 2018), pp. 69-70. 

http://hrlibrary.umn.edu/UN/1998/Res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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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권리의 실현을 강조하였다.60)

한편, 국제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요구하는 행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들 수 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이 곧 대체복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내포하는 
두 가지 정당성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 행동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정확하
다. 앞서 언급한 UN 인권위원회 결의 1989/59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징
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병역 
이행을 면제하거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하는 행
위를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비전투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61)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 결의 
1989/59호는 군 담당부처와는 독립된 법적 기구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
당성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관표는 이처럼 UN 인권위원회를 중심
으로 국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면제를 위한 입법 조치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 금지
3) 군 복무 시점과 관계없이 병역거부 권리를 인정
4)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사할 독립기구 설치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감 자제
6)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처벌을 우려한 병역거부자의 망명 
신청 수용
7) 공익적이고 민간 성격을 가진 비징벌적 대체복무 허용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보의 접근 제공

표 3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클레임(홍관표, 102의 표 재구성)

60) Lippman, 1990, p. 33.
61)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8 March 1989, E/CN.4/RES/1989/5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2189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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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개인의 사상‧양
심‧종교의 자유와 이것의 표현을 보장하는 것을 프레임, 즉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원칙의 범위는 규범 출현 초기, 종교적 신
념 위주에서 정치적 신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동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 
독립적 기구를 통한 사유의 진정성 심사, 특정 신념에 대한 차별 금지, 비
징벌적 복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보장하고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들 수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관한 국내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구체적인 국제
규범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국제적 추세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러한 차이는 국제규범의 확산과 내재화의 시점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국내적 특
수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국내의 양심적 병
역거부 규범의 내재화 과정과 국내적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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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규범 논쟁 양상의 변화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고 
이후 관련 논쟁이 진행된 양상을 시기별 구분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외
부 규범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나 규범과 상충하는 부분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나 여론, 국회 등의 주요 행위자들은 외부 
규범 수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장의 목표는 앞서 언급한 규범 
논쟁의 분석 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행위자들의 수용 정도가 
변화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제1절 2000년대 중반 이전-국내 규범과의 교착
1) NGO에 의한 규범 유입

국내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훨씬 이
전인 한국전쟁 당시부터 존재해왔다.62)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호
와의 증인과 안식교 등 기독교 내 소수종파 신도가 주를 이뤘으며 종교단
체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63) 하지만 북한
과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안보 상황과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 그리고 무
엇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당사자가 소수종파를 믿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는 점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후 약 반세기 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64) 특히,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였는데, 이들은 교리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는 등 정치 참여를 하지 않기
에 제도권 정치의 관심에서도 소외되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1990년대 초

62) 경향신문, “敎理따라入隊않겠다고 「여호와 의證人」 信徒 兵役기피로 公判에,” 
1957. 7. 14.,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최종검색일:2021년 11월 15일) 

63) 진상범,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고찰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6), 한신대학교, pp. 95-97.

64) 여호와의 증인 신도 규모는 1969년에는 만 명, 1975년 3만 명, 1990년 6만 명 정
도로 추정된다. 한겨레21,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누구인가,” 2004. 6. 1.,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4/06/02100300020040601
0512029.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3일)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4/06/021003000200406010512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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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500여 명의 병역
거부자가 존재했다. 1990년대 병역거부자들은 보통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역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입대 후 집총 거부로 인해 항명죄를 선
고받았다. 항명죄는 본래 2년 형이었으나 당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보다 
짧다는 비판으로 인해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3년으로 늘리고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기
간의 병역거부자들은 군사정권 당시에 비해서도 더 긴 수감생활을 하였
다.65) 또한, 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군대 
내의 문제로만 여겨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필요성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평화·반전
운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던 TAN과 언론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우선 
1999년, 미국의 퀘이커계 평화운동 단체인 미국친우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는 반군사주의 INGO이자 병역거부
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WRI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협
력을 제안하였다.66) 1년 뒤인 2000년에는 평화운동 단체인 평화인권연대 
소속활동가였던 최정민에게 대만을 비롯한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최정민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국내 시민
단체 활동의 확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67) 

65) 임재성, “징병제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사회와 역사』 
제88권 (2010), p. 401. 

66) War Resisters’ International and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ion, “Document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in South Korea,” 
15 May 2009 
https://wri-irg.org/en/story/2009/15th-may-documentation-conscientious-
objection-south-korea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67) 임재성,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pp. 312-313. 

연도 병역거부자 연도 병역거부자
1992 220 2000 656
1993 277 2001 646
1994 233 2002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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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TAN은 외부 규범의 전파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내 규범주
창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초기 국내 규범 논쟁 양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AFSC는 국내 평화·반전운동 및 인권 운동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양심적 병역거부와 
징병제에 관한 여러 행사를 후원하거나 공동 주최하였다. 예를 들어 2001
년 3월, AFSC는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의 비
공개 워크숍을 후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
체복무제: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
제회의를 국내 단체들과 공동 주최하였다. 

한편, 이 당시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사유는 여호와의 증인을 중
심으로 한 종교적 신념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
반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국내 NGO들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 운동
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 교리적 특징과 이른바 ‘이단 종파’에 관한 부정
적인 사회적 인식 속에 사회적 동원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68)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2001년 
초, 한겨레21의 신윤동욱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기
사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이
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이나 독일 등의 해외사례를 

68)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 논쟁 초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형자들과 그 가족들
을 대표하는 패널로서 관련 토론회에 다수 참석한 △△△은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
도들의 활동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
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체복무가 어떤 것인지 소개할 뿐입니다.” △△△과
의 서면 인터뷰, 2021. 6. 21.

1995 471 2003 565
1996 342 2004 756
1997 439 2005 831
1998 503 2006 783
1999 546 2007 571

표 4 1992년~2007년 병역거부자 현황(진석용 2008, 6의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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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69) 해당 기사가 나온 이후, 다른 언론 매체나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이외의 병역거부자들이 
출현하면서 사회적 논쟁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불교 신자였던 오태양은 
해당 기사를 접한 뒤 불살상의 교리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선언하였
다.70) 그리고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은 유호근, 임치윤 등 평화주의 신념
과 군대의 폭력성에 대한 거부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71)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더 이상 소수 이단 종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규범주창자들
의 조직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최정민이 속해있던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해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총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에 발족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
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국내 논의에 앞장선 대표적 단체이다. 연대회의는 구성단체의 면면
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의 양심과 신념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자 
권리 보호의 정당성과 반전‧평화주의 신념 자체의 정당성 크게 두 가지의 
규범 프레임을 함께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당시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등
장한 극소수의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도 포함하였다. 또한, 규범에 따라 요
구되는 행동으로서 종교적, 신념적 사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본래 추구하는 목표

69) 신윤동욱,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한겨레21』, 2001. 2. 7. (제345호),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65000/2001/02106500020010207034
5001.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70) 신윤동욱, “아무리 되물어도 이 길밖엔…,” 『한겨레21』, 2001. 12. 19. (제389호), 
http://h21.hani.co.kr/arti/PRINT/4125.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71) 오태양의 경우 불살생이라는 신념에 의해 병역거부를 선언하였고, 유호근은 “평화
와 통일에 대한 소신”에 따라, 그리고 임치윤은 ‘전쟁과 폭력에 관련된 어떤 직‧간
접적인 행위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사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전쟁없는
세상,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3인의 소견서』, (옥천: 
포도밭출판사, 2014), pp.14-28.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65000/2001/021065000200102070345001.html
http://h21.hani.co.kr/arti/PRINT/4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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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영역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활동들은 주로 연대회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민변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평화인권연대는 반전‧평
화주의의 신념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활동 영역이나 지향점에
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우선 과제는 매년 수백여 명이 병역
거부를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소속 단체들은 연대회의라는 단일한 단체를 통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와 대체복무제 입법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국내 NGO와 
INGO의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국내로 유입되었다. 규범 유입 초기, 양심
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곧이어 여호와의 증인 이외의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와 평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
했다. 

2) 국회의 규범 수용 태도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내 수용 논의를 주도한 연대회의와 

AFSC를 중심으로 한 TAN 외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인 국
회와 정부 역시 규범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회는 특히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국제규범이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를 통해 국내
법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국내에 수용 및 내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72) 
동시에 국제규범은 입법의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 역시 국회가 
규범 수용에 관한 주요 행위자임을 보여준다.73) 

2000년대 중반 이전, 일부 국회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개인
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인
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국회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수용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회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논의한 것은 1994년 제173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장관

72) Cortell and Davis, 2000, p. 70.
73) 남궁곤, 조동준, 2010,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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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질의이다.74) 흥미로운 점은 TAN과 언론에 의해 해당 문제가 사
회적으로 조명받기도 전인 1994년 제173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장
관에 대한 질의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당시 민주자유
당 소속 강신옥 의원과 민주당 소속 조홍규 의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
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75) 특히, 군대 수감
자 문제 차원에서 접근한 조홍규 의원과 달리 강신옥 의원은 미국의 사례
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76) 다만, 이에 대한 후
속 조치나 구체적인 입법 시도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TAN과 언론 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인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양
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보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의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40개월의 대체
복무제 허용과 예비군 훈련 거부 인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기
도 했다.77) 당시 두 의원의 입법 움직임에는 시민단체 계층에서의 논의 
외에도 KBS(한국방송)과 MBC(문화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취재도 영향을 
주었다.78) 

이후 17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선, 
2004년 7월에 개최된 제248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의 명칭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병무청
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79) 같은 해,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74) 제14대 국회 173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995. 3. 16.), pp. 31-32. 
75) 강신옥은 1974년 반(反)유신운동으로 내란죄를 선고받았다가 2009년 무죄선고를 

받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하였으며, 1986년에는 민변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였다. 

76) 제14대 국회 173회 2차, 1995. 3. 16., p. 32. 
77) 국민일보, “집총거부 종교인 병역특혜 웬말,” 2001. 6.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1&oi
d=005&aid=0000058201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78) KBS, “집중기획-양심적 병역거부,” 2001. 4.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776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79) 제17대 국회 248회 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2004. 7. 8.), pp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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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지방병무청의 심
사를 거쳐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의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하
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법안 설명을 진행하였다.80) 민주노동당 노
회찬 의원도 2004년 12월, 제251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81)

두 의원의 법안은 종교적 신념은 물론, 평화주의와 같은 정치적 신
념 및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의 프레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
안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 역시 민간 부분에서의 복무, 복무기
간 1.5배 이내 등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82) 무엇보
다, 두 법안 모두 다른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발의
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일부 국회의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타당성에 동의하고 해당 규범의 수용 필요성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의 경우 연대회의에 포함된 일부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점에서 규범 주창자의 규범 수용 노력을 통해 주요 행위자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한 결과일 수 있다.83) 

하지만, 당시 국회의 전반적인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규범 수용에 소극적 또는 회의적
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추진했
던 입법 계획은 지역구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어 16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임종인 前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80) 제17대 국회 250회 6차, “국방위원회회의록,” (2004. 11. 23.), pp 29-30.
81) 제17대 국회 251회 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2004. 12. 28.), pp 3-10.
82) 임종인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은 모두 복무기간을 육군의 1.5배 이내로 하고, 합

숙생활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인 의원안은 복무분야를 복지시설
에 한정하고 개인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반면, 노회찬 의원안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업무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두 법안은 판정위원회를 
각각 병무청 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83) 규범 수용을 위해 접촉한 의원의 선정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의당 같은 경
우에야 여러모로 접점이 있어가지고...”라고 답하였다. 최정민과의 인터뷰,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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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언론에 뜨니까 국회의원 두 명이 
자기들이 법안을 제출한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 왜냐면 
교회에서 반대가 심했으니까.”84) 

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입법 계획은 국회 내에서 지지 정도가 약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히려 앞의 두 의원과 같은 정당인 배기운 당시 민
주당 의원은 두 의원의 입법 계획이 무산된 뒤인 2002년 제10차 국회 본
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확산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
다고 우려한 바 있다.85) 앞서 언급한 제248회 제3차 국방위원회 회의 역
시 부정적 태도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뤘는데, 특히 당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과 송영선 의원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병역 ‘기피’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86) 

임종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 역시, 국회 전반의 긍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임종인 의원의 경우,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
던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접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역 이후에도 
민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는 등 초기 규범주창자 
중 한 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87) 이처럼 일부 국회의원
을 제외하고서는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근거로 종교적 이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입
장을 견지했다. 그러한 태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무 이행의 규범적 영향력, 국가안보의 최우선시와 소수 종파에 대한 부정
적 인식 등과 같은 국내 문화적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규범주창
자들이 수용하고자 했던 규범의 프레임이 국내의 문화적 특수성이나 고유
한 규범 체계와 충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NGO와 국회 간 규범논쟁 양상은 규범의 프레임과 구체적 이행 방안 모두
에 대해 강한 불일치를 보이는 규범교착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84) 임종인과의 인터뷰, 2021. 6. 21.
85) 제16대 국회 234회 10차, “국회본회의회의록,” (2002. 10. 11.), p. 19.
86) 제14대 국회 248회 3차, (2004. 7. 8.), p. 42. 
87) 임종인은 군 법무관 시절 집총 거부 문제를 접하면서 해당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법무장교 전역 이후 이들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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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규범 수용 태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정책의 시행을 통해 국제 규범의 국내 

유입 및 내재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88) 여기서 정부는 국가 그 자
체보다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를 포함한 행정부를 지칭한다. 양심적 병역거
부 규범의 경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핵심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정부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규범은 각 정권이 추
진하던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이 기간, 정부는 ‘규범 반대자(norm antipreneur)’였다고 할 수 있
다. 알란 블룸필드(Alan Bloomfield)는 규범 반대자를 규범의 현상 유지
를 선호하는 행위자로 정의한다.89) 그에 따르면 규범 반대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규범 수용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규범이 가
져올 수 있는 도덕적 부작용을 강조한다. 이는 청중이 새로운 규범의 수용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나 변화에 수반되
는 비용을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약화한다.

실제로 국방부와 병무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행위자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 국방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회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1994년 제173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시, 공평한 병역의무 이행에 균열이 생기고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90)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국방부의 추
가 입장 발표는 관측되지 않는데, 이는 규범 주창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병무청의 
입장은 거의 관측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 양심적 병역거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여호와의 증인이 ‘입대 거부’가 아닌 ‘입대 후 집총 거부’
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들어서 규범 주창자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을 

88) Cortell and Davis, 2000, p. 71.
89) Alan Bloomfield, "Norm Antipreneurs and Theorising Resistance to 

Normative Chang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2, No. 2 (April 
2016), p. 323.

90) 제14대 국회 173회 2차, 1995. 3. 1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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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 역시 주요 규범
수용자로서 기존의 부정적 견해를 반복하여 피력하였다. 우선 2000년 6월 
열린 제21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영길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은 종교적 항명 사범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조성태 당시 국방
부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와 같이 종교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
벌은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종교상의 교리를 내
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
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
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
며, 우리의 안보 상황 및 국민개병제하에서는 앞으로도 이
러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91) 또한, 2001년 10월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들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의무소방대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
역거부 풍토를 확산시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92) 앞서 언급한 2002년 배기운 의
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확산에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개병주의93)에 위배된다고 대답하였다94) 2004년 5월에는 종교적 이유
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방부는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과 병역 
형평성, 그리고 남북 대치 관계를 이유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95) 

91) 제16대 국회 212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부록),” 2000. 6. 23., p. 13.
92) 동아일보, “국방부 “특정종교 특례시비우려 병역거부 대체복무 불가,” 2001. 10. 

2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
d=020&aid=0000091721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93)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는 국민 개개인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제도를 의미한
다. 

94) 제16대 국회 234회 10차, 2002. 10. 11., p. 44
95) YTN, “군·병무당국 '병역질서 와해 우려',” 2004. 5. 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5&oi
d=052&aid=0000037721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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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경우, 2001년 오태양의 공개적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집
총 거부가 아닌 입영 거부를 택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많아지자 더욱 확고
하게 반대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4년 1월, 현역병 입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박경규 당시 병무청 충원국장은 병무청 계간지인 『병무』
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
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안보 환경과 대체복무의 관리 및 병력수급
환경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96) 같은 해 5월에 나온 양심적 병
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의 보도자료
를 배포하였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고 대다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의무의 기본
질서는 물론 국가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97)

이를 통해 당시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인 양심의 자유 보
다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프레임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과 함께 대통령 역시 정부 내 핵심 이해관계자로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관련 부처의 입장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한 김대중 대통령
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내 인권 상황
의 개선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0월 국무회의에
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으로 인해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98) 이러한 그의 발언은 인권 

96) 박경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병무』 제56호 (2004), 
https://www.mma.go.kr/www_mma3/webzine/56/htm/22-4.htm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97) 노컷뉴스,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것,''” 2004. 5. 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
d=079&aid=0000000218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98) 중앙일보, “양심적 병역기피 용납 안돼," 200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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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강조를 고려할 
때, 상당히 강경한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 내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2000년
대 중반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에 대해 완강한 반대의 태도를 견지하
였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크게 병역 이행의 형평성 유지, 남북 간의 대
치로 인한 안보 위협,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 등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 내 핵심 행위자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병역의
무의 형평성이라는 국내의 기존 규범으로 인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우
선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에 강한 불일치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4) 여론의 수용 태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은 선거라는 일종의 심판 메커니

즘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규범의 국내 내재화 역시 조약의 체결이나 법률 제정, 그리고 정책 시
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론은 규범논쟁의 참여자이자 청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 규범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
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규범논쟁에 있어 여론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실
제로 NGO의 주요 활동인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 전달과 권리 옹호 활동 
등은 여론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추
구한다.99) 다만, 여론의 경우 NGO나 국회, 정부 등과 달리 기존 규범의 
의미를 주도적 위치에서 재해석하거나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바
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론을 주요 청중으로 설정하고 각 규범수용자의 
규범 수용 시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

https://www.joongang.co.kr/article/4354356#home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99) Alison Brysk, "From Above and Below,"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6, No. 3 (October 1993), p. 274; Nina Hall, “Norm Contestation in the 
Digital Era: Campaigning for Refugee Rights,” International Affairs, Vol. 
95, No. 3 (May 2019), p. 580.



- 40 -

을 거부하는 극소수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다수는 별다른 혜택 또는 불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고객정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100) 하지만.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복무기간이나 모병제 도입 여부는 선
거 기간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되는 등 군 복무에 관한 
문제는 항상 대중들의 관심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2002년 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은 이회창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발된 2000년대 초반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논
쟁은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였다. 해당 시기 개별 언론사나 연구기관에 의
해 시행된 여론조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분이나마 양심적 병역거부
에 관한 당시 여론의 지형을 보여준다. 2003년 포털사이트 다음이 이용자 
1만 7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의 58.8%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같은 해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실습팀이 경희대학교 및 
동아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학생 1,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전체 응답자의 50%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28%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101) 

이와 같은 결과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수용에 대한 여론의 태도

100)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수반되는 정책비용과 혜택을 기준으로 다수 정치, 기업가 정치, 이익집단 정치, 고
객 정치 등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중, 고객 정치 유형의 경우, 소수의 
특정 집단만이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반면, 관련 정책의 집행에 필
요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비용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소수는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대중의 관
심이나 참여는 낮게 나타난다. James Wilson, John Dilulio, and Meena Bose, 
America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Boston, MA: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3), pp. 13-14. 

101)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2003 [데이터 세트]. 경희대학교 사
회조사실습팀,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실습팀, 동아대학교 사회조사분석팀 [연구수행
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7, 
A1-2003-0023, V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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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살펴본 국회나 정부 행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
선, 이 시기 대다수 부정적 여론은 분단과 휴전 상황이라는 안보적 특수성
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
주의적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여건상 병역의무의 이행은 사회적 형평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
졌다. 그리고 개인이 군 복무 간 얻은 부정적 경험은 병역 이행의 형평성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02) 

특히, 당시 발생한 이회창 후보 아들과 유승준을 비롯한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병역비리 파문은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더욱 강화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과정에서 함께 언급되는 이슈를 묻
는 질문에 이용석은 “저는 큰 연관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유승
준. 병역거부하면 유승준이 젤 많이 나와요.”라고 답하였으며, 최정민 역
시 “병역비리 같은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 자체를 병역거부랑 연관 짓는
다기보다는 병역거부자랑 오버랩되는 생각들이 대중들의 인식 속에 스며
드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103)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내 규범주창
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반전‧평화주의는 물론, 
이를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역시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임종인은 
당시 여론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내가 당선자 신분으로 TV 토론회에 나갔어요. 대체복부제
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열린우리당 당원 게시판에 
임종인은 출당하라는 글이 엄청 많았어요.”104)

2000년대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업무를 담당한 당시 
실무자 역시, 이 시기 대중은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시하여 받아들였다고 회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
을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105)  

이와 같은 부정적 태도는 이 당시 보수 개신교계에서 더욱 강하게 

102) 이항우, "경합적 다원주의와 온라인 사회ㆍ정치토론:'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담론의 
분석," 『경제와사회』 (2005), pp. 198-199.

103) 이용석과의 인터뷰, 2021. 6. 29.; 최정민과의 인터뷰, 2021. 6. 29.
104) 임종인과의 인터뷰, 2021. 6. 21.
105)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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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기총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논쟁 초기,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반대 견해를 강하게 표명하였다.106) 
또한 한기총 소속 단체이기도 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의 군 선교부 역시 2001년 9월 총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
제 허용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07) 한기총과 예장합동 이들 
두 단체는 각각 2010년대 이전까지 가장 큰 개신교회 연합단체와 국내 개
신교계 최대 교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은 2005년 기준으로 860만여 
명에 달한 개신교 개별 신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정치세력으
로서의 영향력도 작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보수 개신교
의 반발에 대해 임종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두
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소수니까 그거 하면 할
수록 손해지,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안 내고 나도 여기서도 목사들이 나한테 뭐라 많이 
했어요.”108) 

이러한 반응은 각각 불교와 천주교 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이 연대회의 초기에 참여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수 개신교계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해 강
하게 반대한 것은 광복 이후 개신교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결합, 그리고 
‘이단’ 종파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먼저, 국내 개신교
는 분단 이전 이북 공산주의 세력의 종교 탄압으로 인한 개신교인의 대거 
월남과 개신교인이던 이승만의 집권,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반공 이데
올로기와 강하게 결합하였다.109) 이로 인해 국내 개신교는 이웃 사랑과 평
화 등의 교리적 가치를 지향함에도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에 관하여는 강경

106) 한국경제, “대체복무제 찬반논란 가열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2001. 6. 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
d=015&aid=0000385139 (최종검색일: 2022년 1월 4일)

107) 진상범,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와 종교의 대응,” 『종교문화연
구』, 제8권 (2006), pp. 211-212.

108) 임종인과의 인터뷰, 2021. 6. 21.
109) 김두식, 2002,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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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 논쟁에서도 
평화주의 신념이나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의 가치보다도 국가의 안전이라
는 가치를 더욱 우선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가 국회와 정부, 일반 대중 등 
NGO를 제외한 당시 국내 주요 규범수용자 및 핵심 청중 전반에 걸쳐 공
통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특정 종파에 대한 특혜 반대는 주로 
개신교계에서 강조하는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퀘이커교
가 비록 소수 종파이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문
제에 있어서는 주류 개신교와 우호적 관계를 보이는 미국의 사례와 달리, 
국내 개신교와 소수 종파는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뚜렷하고 이에 따라 이
단 종파에 대한 주류 교단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110) 이러한 태도는 
2001년 정연택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답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이것은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다. 이단 종파의 문제, 국
방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구나 대체복무제 도입
이 국민에게 이단 종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111)

이처럼 국내 주류 개신교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정통’과 ‘이단’ 사
이의 충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국내 NGO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종교적 신념 및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양심적 병역거
부의 규범적 정당성은 수용될 수 없었다.112) 

이상에서 살펴본 2000년대 초반의 규범 논쟁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내 NGO는 반전‧평화주의 활동을 펼치는 외부 

110) 김두식, 2002, pp. 200-202. 
111) 정연택, “기독교인도 넘어갈 수 있다,” 『한겨레21』, 2001. 7. 11 (제367호), 

http://h21.hani.co.kr/arti/PRINT/2953.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6일)
1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2003년 이등병의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여 군 복무를 거부한 강철민을 보호하고 2004년 남부지방법원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당시 교회협은 한기총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http://h21.hani.co.kr/arti/PRINT/2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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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처음 접하고 주도적 규범수용자 역
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프레임은 양심의 자유를 보
장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의 규범적 정당성과 평화를 누릴 권리로서의 규
범적 정당성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의 프레임은 다른 규범수용자의 동조를 끌어내
지 못했으며, 핵심 청중인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라는 기존 규범이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의 
자유 보다 우선했으며, 일부 종교적 신념은 개신교 내 ‘정통’과 ‘이단’의 
논쟁으로 인해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신념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반응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내 인권위원조차도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보다 우선시하고 당연시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권고안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었다.113)   

결국,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2000년대 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 논쟁은 규범의 프레임과 그러한 프레임에 의해 요구되는 행동 
모두에 대해 행위자들 간 강한 불일치를 보이는 ‘규범 교착’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2000년대 중반 이후-규범적 타당성의 수용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NGO 이외의 규범수용자 중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행위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
레임이 점차 수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대체복무제의 도입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논의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행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국회에서는 병역법의 개정 움직임
이 보다 활발하였다. 여론 역시 대체복무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였다. 

113)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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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규범주창자에 의한 규범의 국내 확산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규범주창자에게서 관측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은 규범주창자 간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더 뚜렷
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규범
주창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회적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이 당시 규범주
창자들은 연대회의라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우선과
제였다. 대부분의 공청회나 성명 발표 등은 연대회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
으며, 소수자 권리 보장과 반전‧평화주의라는 두 가지 규범 프레임은 다양
한 단체들이 모인 하나의 규범주창자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록 여전히 연대회의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지
만, 개별 단체들은 각자의 본래 활동 영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전
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부의 갈등에 의한 분화가 아닌, 규범주창자의 
규모가 커지고 병역거부의 이유가 다양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변을 중심으로 한 인권 단체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 제도 활용 등 국제인권규약에 기반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 
강조 및 개인의 권리 구제 등에 집중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양심적 병
역거부자인 윤여범, 최명진이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기하
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 회장이자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던 이석태
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114) 이후 2007년에는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
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태양 외 10인이 마찬가지로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
인통보를 제기할 때에는 오재창 당시 민변 국제연대위원이 대리인을 맡았
다. 이들은 UPR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국제적 인권문제로 이슈화하고자 하였다.115) 

이러한 UN 메커니즘의 활용 양상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국내 

114) 개인통보제도는 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해
당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청원하여 UN 차원의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15) UPR은 UN 인권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 및 감
시하는 제도이다. 개별 회원국은 약 4년을 주기로 보편적정례인권검토 검토 대상이 
되며, 자국의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검국 내 국가인권
기구나 NGO 등도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하여 UPR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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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규약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프레
임, 특히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국내 상황의 문제
점을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민변을 중심으로 한 국
내 규범주창자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UN 인권위원회에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였다. 
다만, 2000년대 초반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수용 노력이 국내 규범수용
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특히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최명
진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내 규범주창자의 UN 메
커니즘 활용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이나 UPR에서의 동료검토 결과는 정부나 국회의 반응을 이끌어냈으
며,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전달되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다른 한 프레임인 반전‧평화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규범주창자들 역시 자신의 본래 활동 영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03
년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에서 시작한 전쟁없는세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반군사주의 및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그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양심적 
병역거부 방법 소개, 수감자 지원 및 병역거부권리 옹호 등의 활동을 전개
했다. 특히, 201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캠페인 외에 비폭력평화운동
인 ‘비폭력 프로그램’과 군축 및 전쟁반대 행동인 ‘무기감시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강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프레임이 소
수자 권리 보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주창자 중 반전‧평화주의 단체의 활동
이 활발해진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선언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용산4구역 철거 현장 또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과의 충돌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
다.116)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군대의 남성성을 비판하는 여성 병역
거부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여성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물론, 

116) 류은숙,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4 인권운동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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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전반에 관한 논쟁에 있어 주요 이해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
러한 변화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집단에서는 반전‧평화주의 단체가 
강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념적 정당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주창자 내에서 역할과 주
요 활동의 분화는 더욱 선명해졌다.

2) 국회의 규범 수용 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국회에서의 관련 

규범 논의는 제한적이었으며, 법률안 역시 단 두 건만 발의되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이미 개인적 관심사나 NGO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의
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전 시기보다 다양한 의원의 참여를 통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범법자 양산 문제와 UN자유권규
약위원회의 권고 혹은 다른 선진국 사례에 기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허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 눈
에 띈다. 비록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채택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됨으로써 현재 법제화 
된 대체복무제에 영향을 주었다.117)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관
련 법안은 18대 국회 말기인 2011년 김부겸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에 의
해 7년 만에 발의되었다. 같은 해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역병
의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물론, 예비군의 병역거부도 인
정하는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하였다. 
19대 국회에서는 2013년 전해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차례로 발의하였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전해철 의원
이 각각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2017년에도 이철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같은 날 현역병과 예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
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기 발의하였다. 이러한 법안들은 공통

117) 대안반영폐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안된 여러 법률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에서 하나의 통합 대안으로 만든 뒤 각 법률안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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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집총거부에 대한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 문제와 국제사회의 비
판을 제안 이유로 언급하였다. 

관련 입법 시도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이전 시기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범 유입 초기,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
방위원회에서 해당 논쟁은 진보 성향 정당 소속의 특정 의원들에 의해 제
기되었다. 이 시기 보수 성향 정당은 규범 수용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여러 규범수용자 중 하나였다. 반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보수 정
당의 소수 의원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제한적
이나마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었다. 예를 들어 18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에서 한나라당의 김장수, 유승민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병무청에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대체복무제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
하고 복무기간과 강도를 매우 길고 강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118)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
사 결과는 국회의원이 언론인이나 법조인, 교수 등 다른 여론주도층 또는 
전문가들과 비교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자 했음
을 보여준다.119) 우선,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
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집단의 84.3%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했
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85.2%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는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사유 이외의 병역거부 사유
는 대체복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집단은 

118) 18대 국회 278회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2008. 10. 9.), pp. 15, 18, 
25. 

119) 해당 조사는 2008년 10월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
제의 공청회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31명, 민
주당 14명, 민주노동당 3명,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각 1명, 무소속 1명으로 보수 
정당 의원이 과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허용 시기나 복무 범위 등의 문항에 있
어 민주당 의원 집단 역시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보수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파
악됐다. 김세균, 공석기, 임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복
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제30권 (2008),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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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가 동의하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3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치였다. 또한, 대체복무의 대상에서 현역과 예비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응답자의 64.7%가 동의하였는데, 역시 전
체 평균인 45.3%와 큰 차이를 보였다.120)

이러한 양상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회의 규범 수용 태도가 
이전 시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
부 관련 논쟁 외에도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해 온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제한적
이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행위자는 규범의 수용 취지
를 평화권을 포함해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이 아닌 소수자
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김학용 당시 새누
리당 의원은 종교적 사유만을 대체복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은 대
부분 위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우려했음을 
보여준다.121) 특히, 군 출신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준수
하기 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대체복무의 사유를 제한하고 복무기간도 
늘릴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가지는 국내 사회적 의미
와 중요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2)

120) 김세균, 공석기, 임재성, (2008), pp. 9-33
121)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장 주된 논쟁 대상은 대체복무제 인정 사유의 범위

에 관한 조문이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위원들이 정당한 사유를 특정 종교로 
한정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정종섭 위원은 “지금 여
러분들 의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확장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양심 심사를 하잖아요,”라고 발언하였다. 제20대 
국회 371회 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2019. 11. 12.), pp. 6-15.

122)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김병기 의원과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복무기
간을 현역의 1.5배 이내로 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각각 “남의 나라 병
역에 왜 감 놔라 대추 놔라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발언하였다. 제20대 국회 371회 3차, (2019. 11. 12),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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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규범 수용 태도
규범 유입 초기 규범 반대자였던 정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

도에 변화를 보인다. 우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허용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2006년 1월에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다.123) 2007년 9월에는 약 2년 뒤인 2009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안보 상황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는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병무청의 견해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국정감사 답변이나 혹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병역의무 형평성 및 군 병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수감자 양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강광석 병무청장은 
제269회 국회 제3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전면적으로 다원화사회에서 우리가 소수도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 문제
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개연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잘해가지고, ...”124)

이처럼 병무청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인정 범위는 종교적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였
다. 이는 같은 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식 용어를 묻는 질의

123)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권고안에 이를 포함하였다. 

124) 제17대 국회 269회 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2007. 10. 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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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조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의 요원들이 저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종교적 병역 거부자
가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강광석 병무청장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 7월에 재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
되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내 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양
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
지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는 2008년 5월에 진행된 1차 UPR과 
2012년 10월에 진행된 2차 UPR 답변 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UPR에서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지적
에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125) 반면, 2차 
UPR에서는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어렵다고 답하였다.126) 다만, 정부는 2차 UPR 답변에서 안보 상황
과 국내 여론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체복무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는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대 후반,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헌법재판소 판
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였다. 특히, 법안 준비 과정에서 국
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징벌적으
로 비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고자 노력하였다.127)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

125)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ddendum Respons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commendations,” 25 August 2008, 
A/HRC/8/40/Add.1, p. 3. 

12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16 January 2013, 
A/HRC/22/10/Add.1, p. 4.

127) 제20대 국회 371회 3차,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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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적 당위성은 물론,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에도 동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정부 부처가 규범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에서 비서관 및 보좌
관으로 근무하면서 병역법 개정안 업무를 담당한 곽경란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병역법의 대체입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
안을 마련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 상황이었다. 특히, 가장 완화된 형태의 법안을 제출한 박주민 의원과의 
논의를 불편해하여 국방부와 여당 간 당정 회의를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
고 진행하려 할 정도였다.128) 이러한 입장을 가진 정부의 개정안은 참여연
대를 비롯한 국내 규범주창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국
방부 안이 제안한 복무기간이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현역 복무기간의 1.5
배를 넘는다는 점과 복무 영역이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어 징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였다.129) 

이상의 정부행위자의 규범 수용 태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행위자가 규범의 당위성을 인정하
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
적이었다.130) 이는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국내의 문화적 특수
성과 규범 체계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태도는 규범의 법제화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128) 곽경란과의 서면 인터뷰 .2021. 11. 18. 
129)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한 의견,” 

(2019. 2. 7)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11958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130)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허용 계획 발표 석 달 전인 2007년 6월, 내
부 연구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참여정부의 대체복무제 시행 계획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신앙에 기반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한정하여 병역거부 허용 및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김소
희, “소수자 보듬는 품이 다르다,” 『한겨레21』, 2002. 12. 12. (제438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96.html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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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행위자의 반응-여론
2000년대 중반 이후 규범 논쟁 양상에서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여론의 규범 수용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 논쟁 초기, 여론은 국내 NGO의 
규범 수용 노력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실
시된 여론조사나 당시 활동했던 NGO 활동가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여론의 
태도가 다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 논쟁의 촉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조
사 외에도 여러 기관의 의뢰를 통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 하
지만, 이들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의뢰기관이나 질문 문항에 따라 그 결
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05년 임종인 의원이 의뢰한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의 58.9%가 대체복무도
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한국국방연구원의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 1,000명의 응답자 중 72.3%가 대체
복무 허용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1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뢰기
관 및 문항의 일관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년을 주기로 세 차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
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1,263명 중 10.2%만이 매우 또
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전체의 66.9%가 ‘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라고 응답하였다.132) 2011년에 실시된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는 비슷
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1,500명 중에서 33.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
였다. 그리고 5년 뒤인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

131) 진석용,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2008), p. 103.

132) 동일한 설문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263명 중 7.4%
인 93명만이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 일반국민 CODE BOOK」, (2011), pp. 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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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체 응답자 1,504명 중 46.1%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133) 이러한 결
과는 여전히 과반의 응답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하
지만, 해당 규범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규범 유입 초기에 비교하면 우호적
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의 재검토 근거로 삼은 병무청의 
2008년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
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한 여론의 태도를 보다 세
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134) 해당 조사에
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체복무가 아닌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응답
한 이유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전체 응답자 
2,003명 중 43.07%로 가장 많았으며, 군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조장 우려
가 그 뒤를 이었다.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형사처
벌보다 대체복무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60.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2%의 응답자가 소수자 인권 보장 차원을 이유로 꼽았다.135)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 논쟁 초기부터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NGO 활동가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
한 시민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외부 
TAN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국내에서 처음 주창한 
최정민은 시민들이 NGO 활동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에 대한 처벌이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점차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답하였다.136) 양심적 

133) 2011년과 2016년 조사의 해당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허용
하면 안 된다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강도높은 사회봉사를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진성,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p. 324; 구정우 
외, 2016, p. 394.

134) 국방부는 해당 조사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 전체 응
답자의 68.15%가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론의 지지가 부족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문항이 병역거
부자들이 감옥에 수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닌,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지 혹은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등 양심
적 병역거부자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135) 진석용, 2008,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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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로 인해 수감생활을 하고 현재 최정민과 마찬가지로 전쟁없는평
화 활동가로 있는 이용석 역시 여론의 태도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
하였다.

“꾸준히 병역거부가 등장하고 단체들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피상적인 정보도 넓어졌지만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캠페인 하면서 만나보면 자세히 모를수록 반대를 더 
심하게 하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내용을 많이 알면 반대를 
안 하거나 감옥을 보내는 건 심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점
차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던 것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여론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137)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두 가지 
규범 프레임에 대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론 역시 
국회와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였다. 반면, 대체복무 허용 반대의 이유나 도입 필요성 
이유에 대한 답변을 볼 때, 평화주의나 반군사주의의 신념의 정당성에 대
해서는 여론의 관심이나 수용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용석은 이러
한 각 프레임의 규범 수용 정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인권위에서 5년마다 하는 설문조사를 보면 병역거부에 관
한 항목도 있는데 보면 병역거부 인정할 수 있고 대체복무
제 도입해야 한다. 이게 가파르게 상승해요. 근데 그렇다고 
전쟁없는세상이 얘기하는 평화주의나 반군사주의가 받아들여
지는 것 같진 않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인정했던 것은 
딱 그거까지인 것 같아요. 사회 소수의 양심을 감옥에 가두

136) 최정민은 긍정적 여론이 증가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활동하는 저희도 그렇
고 대중들은 더더욱 그렇고 이문제가 이제 인권적인 문제라거나 평화적인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그런 문제라고 규정하는 그룹이 생기고 한겨레21을 통해서 사회
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조금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급작
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최정민과의 인터뷰, 2021. 6. 29.

137) 이용석과의 인터뷰,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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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반군사주의의 확산은 아직도 먼 
길 같고”138)

이상에서 살펴본 2000년대 중반 이후 규범수용자 및 핵심 청중의 
규범 수용 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NGO는 여전히 가장 적극적인 
규범수용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소수자 인권 보장의 프레임을 강조
했던 규범 유입 초기와 달리, 두 가지 규범 프레임에 따라 활동의 분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규범수용자의 규범 수용 태도는 각 규범 프레
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국회와 여론은 소수자 인권 보호, 특히 형사 
처분의 완화 차원에서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한 정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규범수용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 
프레임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를 누릴 권리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여전
히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국회와 여론의 논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처벌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비종교적 또는 정치
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정부, 특히 주관 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
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자 한 바 있으나,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계획을 
보류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 프레임에 대해 규범수용자들이 부분
적으로 합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클레임, 즉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NGO와 나머지 규범수용자들은 대체복무의 기
간이나 복무 영역, 병역거부 사유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 운영 방식 등 대체복무제 전반에 있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NGO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적극적으로 규범 수용을 주창해 온 행위자들은 
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 이내로 하고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

138) 이용석과의 인터뷰,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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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 행위자는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 시설에만 한정하는 등 NGO의 요
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관련 논쟁 양상을 볼 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규범 논쟁
은 규범수용자들 간 규범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일치하나,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규범 인지’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2000
년대 중반 이전, 규범의 프레임과 요구되는 행동 모두에 대해 규범수용자 
간 불일치가 발생한 ‘규범 무시’ 상태에서 규범 논쟁 양상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규범수용자 간의 논쟁의 결
과물로서 2019년에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
행되었다. 이로써, 규범의 의미와 내용 모두에 대해 규범수용자들 간 합의
에 도달한 ‘규범확정’ 상태에 보다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규범 논쟁 양상을 거쳐 내재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내용을 국제규범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의 국내 내재화 결과가 본래의 내용이나 의미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기
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규범수용자가 규범 논쟁 과정 가운데 
규범의 의미나 내용을 재해석 및 재구성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논쟁 양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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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규범 내재화의 결과

이전 장까지 규범 논쟁의 진행 과정에 집중했다면 본 장에서는 그러
한 규범 논쟁 양상을 거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국내에서 내재화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재화 결과
를 규범의 프레임과 요구되는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국제규범
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수용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의미나 형태가 국제규범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러
한 결과의 작동 기제를 식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내에서의 규범 
논쟁의 영향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내 내재화 결과

1) 사회적 내재화 결과
규범의 내재화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국내 담론(사회적 내재화), 국내법(입법 내재화), 정책 시행(정치적 내
재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139)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내재화
는 본 연구가 주요 규범수용자로 상정한 NGO, 정부 및 국회의 역할과 그
리고 청중으로 상정한 여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먼저 사
회적 내재화는 규범 수용을 위한 규범주창자의 사회적 동원에 대해 청중
이 이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타낸
다. 따라서, 규범의 세부적인 클레임보다는 프레임 차원에서 청중이 해당 
규범의 당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규범
의 사회적 내재화 결과는 다른 차원의 내재화 결과와도 연관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 사회적 내재화 결과는 해당 규범의 프
레임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논의 및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심을 보
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제규범의 의미와는 달리 ‘특정 소수 집단이 겪는 

139) Zimmermann, 201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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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내재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규범 논쟁 양상에서 살펴본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결과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나 인식 정도보다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 논문
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진석용(2008)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를 허용해야한다고 답한 의견 중 ‘형사처벌보다 대체복무 부여가 바람직’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0.7%로 ‘소수자 인권 보장’보다 약 세 배가량 
많게 나타났다.140) 2016년 국제엠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3%에 그친 반면, 대
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70%를 차지했다.141)

면담을 통해 채증한 정성적 자료 역시 이러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가장 우호적이었던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곽경란은 ‘소수자 배려와 관용’을 꼽았으며, ‘비종교적 양심(평화권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여론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부정적 인식
이 강하였다고 답하였다. 동시에 국회의 경우, 국제규범의 영향력에 대해
서는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
하였다.142) 

한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심사하는 대체역심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173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
청하였다.143) 이 중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청자가 2,157명으로 압도적인 

140) 진석용, 2008, p. 108
141)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여부에 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매년 수백 명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 아
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
까, 반대하십니까?” Amnesty International,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https://amnesty.or.kr/12873/ (최종검색
일: 2021년 11월 20일)

142) 해당 답변은 1) 국제규범 준수, 2) 소수자 배려와 관용, 3) 양심의 자유, 4) 종교
의 자유, 5) 평화권 보장 등의 가치 중 병역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무엇이라고 묻는 질문에 관한 것이었다. 곽경란과의 서면 인터뷰. 2021. 11. 18. 

143) 대체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과 같이 병역의 한 종류를 지칭한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체역에 편입되어 교정시설에서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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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했다.144) 이러한 신청 사유 간 신청자의 큰 차이는 양심적 병
역거부 당사자들에게조차 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이 종교
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입법 내재화 결과
입법 내재화는 규범을 법률이라는 제도로 실행하고 문서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제규범의 요구와 국내에서 내재화된 규범의 직접적
인 비교가 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대체역을 새로운 병역이행 
형태로 신설한 ‘병역법 일부개정’과 대체역 심사기구와 대체복무 신청 절
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이하 대체역
법)’을 통해 입법 내재화되었다. 따라서, 이 두 법률의 조문을 분석함으로
써 국내에서 실현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과 그에 따라 요구되
는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병역법 일부개정은 병역법 내용 중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의결되었다. 개정된 병역법은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
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145) 
이는 양심의 자유 보장이라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핵심적인 프레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프레임 확정에 이르기까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 내에서 양심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진행됐으며, 
그 내용은 주로 양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이를 구체
화하고 제한하려는 입법자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된  
대체역법 역시 제정 목적으로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144) 대체역심사위원회, “제1차 대체역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1), pp. 42-43.
14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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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하였다.146) 위 두 법률의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본래의 
프레임을 유지한 채로 법적 내재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클레임의 측면에서는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대체역의 복무기간으로는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두 배인 36
개월을 명시하였다. 이는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국제규범
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다.147) 복무 분야 역시 국제규범은 공익적이고 민간 
영역에 가까운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로 한정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대체복무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제기준과는 
달리 대체역심사위원회가 국방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법률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통제 권한이 강화된 형태로 법
적 내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 정치적 내재화 결과
정치적 내재화는 규범 수용 및 이행에 관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수용 태도는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
한 용어 사용 논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월, 국방부는 ‘양심
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148) 국방부는 ‘양심’이라는 용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국방부가 병역거부를 특정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는 국제규범
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신앙’ 이라는 용어 사용
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149) 

1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제1장 제1조.
147) 현역병 복무기간의 경우,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4개월이다. 
148) 국방부, “일본 해상초계기 관련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국문본) 관련 브리핑,” 

(2019. 1. 4. )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1985&pageI
ndex=1&srchType=title&startDate=2019-01-04&endDate=2019-01-04&srchWo
rd=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149)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용어 변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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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신청을 심사하는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운영 현황은 대체
복무제의 실제 이행 수준으로써 프레임과 클레임의 내재화 수준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6월에 발족한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대체역
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대체역 편입 신청 심사부터 관련 제도의 개선
을 위한 연구 활동 등 대체복무제 전반을 담당하는 병무청 산하 의결기관
이다. 비록, 합의제이긴 하나 병무청 소속이라는 점과 위원장의 경우 국방
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정부 행위자의 수용 태도와 관련이 있다.150) 

2021년 8월에 발간된 대체역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위원
회는 설립 초기 병역거부자들의 대체역 신청 사유를 종교적 신념과 개인
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종교적 신념의 
경우, 군 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과 거부 사유가 전적으로 종교적 교
리에 의한 것인지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보았다. 개인적 신념의 경우, 신
념을 표현하는 외부 활동과 소속 단체의 이념과 설립목적을 심사기준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심사기준은 정부 행위자가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것에 비
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다소 제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심사기준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특정 
교리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로 국한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 및 북미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나 퀘
이커 신자들은 물론,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2019. 1. 9.)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
dtypeid=24&boardid=7603679&menuid=001004002001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군인권센터 외, “[논평]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2019. 1. 6.) http://www.withoutwar.org/?p=14956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8일)

150) 2021년 11월 현재 위원장인 조경호는 2021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사회통합비서관을 지냈으며, 사무국장인 유균혜는 직전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상임 심사위원을 겸한다. 나머지 27인의 심사위원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이 다섯 명씩,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인을 추천하여 구성된다. 

http://www.withoutwar.org/?p=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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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 과정에 주요 참여자였다는 사실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개인적 신념에 관한 심사기준의 경우, 국제규범은 병역거부자의 신

념에 따라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151) 하지만, 위원회가 
출범 초기 규정한 심사기준의 경우 외부로 표출된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
함으로써 개인적 신념 특히 개인의 정체성에 의한 병역거부를 제한할 수 
있다.152) 실제로도 심사 과정에 있어서 동물해방 신념이나 평화주의 신념
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간 이견이 지속적
으로 발생했다.153) 이를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프레임의 국내 정
치적 내재화 결과는 ‘특정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 보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내재화 결과를 국내 담론, 법체
계, 정책 이행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규범의 프레임과 클레임 두 구성요
소 모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수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임의 경우 
국내 법체계에는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명시되었으나, 실제 정책이나 대중의 수용 차원에서는 종교적 신념 차원에 
집중하여 내재화되었다. 이에 따라 클레임 역시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내
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외부 
국제규범이 본래의 형태나 의미와는 다르게 내재화된 이유를 다루고자 한
다.

151)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2 April 1998, E/CN.4/RES/1998/77.
152) 이와 같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해당하는 종교

를 여호와의 증인에 국한하고 평화나 사랑에 관한 다른 종교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
부는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이나 소속 
단체를 주요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국제규범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은 개
인 내면 차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
변의 김수정 변호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변호사 등이 속한 위원회 내부
의 심사기준에 관한 TF는 심사기준을 단일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
안은 2020년 11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2021, pp. 
50-53.

153) 대체역심사위원회, 2021, pp. 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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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범 내재화 결과의 작동 기제

1) 규범 수용 방식-규범 ‘지역화(localization)’
규범 지역화는 아미타브 아차리아(Amitav Acharya)가 제시한 개념

으로서, 규범 수용의 인과적 경로를 설명하는 여러 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차리아에 따르면 규범 지역화는 외부 규범의 내용이나 의미가 
국내 행위자에 의해 규범 수용 국가의 기존 문화 혹은 규범 체계에 일치
하게 되는 과정이다.154) 그는 외부 규범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의 특수한 문화나 기존 규범 체계로 인해 수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
에 착안하여 규범수용자가 외부 규범을 변형하거나 재해석하는 지역화 방

154) Amitav Acharya,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8, No. 2 (April 2004), p. 244.

국내 내재화 결과 국제규범 관련 UN 문서

프레임

1. 소수자 배려와 
관용

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양심의 실현

1. 양심의 자유 
실현

2. 평화권 보장

A/RES/33/165
E/CN.4/RES/1989/
59

인정 사유
1. 종교적 신념
2. 개인적 신념

(두 사유 간 구분)

종교적, 개인적 신념
(구분 금지)

E/CN.4/RES/1998/
77

복무기간 36개월
현역병의 1.5배 

이내

복무영역 교정시설
공익을 위한 민간 

영역

신청 시기
입영대상자 또는 

예비역
언제든지 가능

심사기구 
관할 주체

국방부
(병무청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

표 5 국내 내재화 결과와 국제규범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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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국내의 반발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55)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경우, 내재화된 결과가 프레임과 클
레임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규범은 ‘지역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지역화의 구체적 작동 기제로 외부 규범을 국내 규범이나 문화
에 연계시키는 ‘접목(grafting)’ 전략과 기존 규범과 상충하는 부분을 잘라
내는 ‘가지치기(pruning)’ 전략을 소개하였다.156) 우선, ‘접목’ 개념을 처
음 제시한 리차드 프라이스(Richard Price)에 따르면 접목은 새로운 규범
을 기존 규범과 결합하는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다.157) 아차리아는 이를 보
다 구체화하여 새로운 규범을 동일한 쟁점 영역(issue area) 내의 기존 
규범에 연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58) 이러한 접목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범을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논쟁 차원으로 규정하는 프
레이밍(framing)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159) 그 이유는 규범 유입 과정
에 있어서 규범수용자가 해당 규범을 어느 쟁점 영역에 위치시키는지에 
따라 연관되는 규범이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가지치기는 외부 규범의 구성요소 중 국내의 기존 규범 체계
에 일치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60) 아차리아는 
가지치기의 특징으로 외부 규범 국내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규범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꼽았다.161) 이는 규범의 형태는 유지하되 해석적 

155) Acharya, 2004, p. 241. 
156) Acharya, 2004, pp. 243-244. 
157) Robert Price, “Reversing the Gun Sights: Transnational Civil Society 

Targets Land Min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3, (Summer 
1998), p. 617.

158) Acharya, 2004, p. 244.
159) 프레이밍은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논쟁을 규정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Thomas E. Nelson, Rosalee A. Clawson, and Zoe M. Oxley,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3 (September 1997), p. 
567.

160) Arndt Michael, “Cooperation is What India Makes of It – A Normative 
Inquiry into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 Asia and the Indian Ocean,” Asian Security, Vol. 14, No. 2 (2018),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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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그 의미가 변형되는 접목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따라서, 
가지치기에 의한 지역화의 경우 그 과정에서 규범의 의미가 본래보다 제
한되고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규범주창자는 규범 수용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태도를 우회 혹은 변경하려는 방법으로 접목 전략을 선호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외부 규범의 의미를 프레이밍하여 국내 현안에 
접목함으로써 규범 수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본래의 형태는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지치기 전략은 외부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국
내 규범주창자보다는 규범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규범반대자나 소극적인 
입장의 규범수용자에 의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지치기를 통
해 규범수용자의 지위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는 규범의 의미나 내용을 소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규범수용자는 내부 규범주창자나 외부
의 국제사회 또는 TAN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 반발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국내 규범수용자의 규범 수용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국내 유입 초기, 정부와 

국회, 여론을 막론하고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는 해당 규범을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과 이에 따른 클레임이 전후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형성된 문
화적 특수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규범체계 상 지위와 상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규범 논쟁 양상이 변화하고 지역화
된 형태로 내재화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국내 규범주창자의 접목 전략
의 성공을 들 수 있다.

인권 및 평화운동 NGO가 중심이 된 국내 규범주창자는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소수자 인권 보장에 연계함으로써 
규범 수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병역을 거부한 
여호화의 증인에 관한 여러 언론 기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해
당 사안을 소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문제로 프레이밍 할 수 있었다.162) 

161) Amitav Acharya, 200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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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등장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종교적 특혜 
논란이 약화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는 비종교적, 정치적 병역거부자의 등장과 이
들의 공개적 병역거부 선언으로 인해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낙인이나 차별
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병역거부 사유와 그것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사회
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규범 체계 및 문
화적 특수성과 강하게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규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곽경란은 무거운 대체복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병역
거부자들의 의향이 받아들여졌다면 여론이 덜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견
해를 밝힌 바 있다.163)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하여 합헌 판
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국내 규범주창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의 가혹함과 부당함을 알리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자유
권규약위원회의 개인 진정 사건에 대한 일반 논평을 기점으로 하여 증가
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러한 국내 규범주창자의 프레이밍을 더
욱 선명하게 하였다. 이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종교와 사상의 자유라는 인권 보장 차원의 규범주창자와 평화권 요
구 차원의 규범주창자 간 활동이 차별화된 것도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국내 규범주창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어
야 하는 형사 처분의 가혹함을 강조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막아달라는 구
호를 외쳤다. 이러한 방식의 규범 접목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나 ‘군대에 
가지 않을 권리’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민주주의적 
관용의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4) 

162) 이용석과의 인터뷰, 2021. 6. 29.; 최정민과의 인터뷰, 2021. 6. 29.
163) 곽경란과의 서면 인터뷰, 2021. 11. 18. 
164)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 대표는 2005년 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 

“남북 대치상황일 때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배려한다면 상당히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17대 국회 252회 3차, “국방
위원회회의록,” (2005. 3. 17.) p. 11. 오태양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사회의 철저한 소수자이고 차별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중
략)...  아직도 개인이 종교적 신념, 사상과 양심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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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재해석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점진
적이지만 나머지 규범수용자와 여론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20대 남성 수백 명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
은 가혹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여론 역시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을지라도 형사 처분을 내리
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접촉한 당시 
관련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우에 관한 정보 전달
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개인들의 양심적 병역거
부 사례와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했던 불이익 등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인
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답하였다.165)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보편적 인권
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이나 평화권의 보장이라는 프레임
보다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가혹한 처벌의 완화 차원으로 내재화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나 국회 역시 해당 규범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국내 문화적 
특수성이나 규범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제한하고자 하였다. 결
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내 내재화는 소수자 인권 보장과 접
목을 통해 규범의 프레임이 재해석되고 그에 따라 국제규범보다 제한된 
클레임이 형성되는 경로를 거쳤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목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
를 들 수 있다. 우선, 관용의 의미로 재해석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이 국
내 문화와 가치 체계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Koo and Choi(2019)은 2000

하나만으로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를 관용을 
못 할 정도인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청년당 사무총장 '양
심적 병역거부자 1호' 오태양씨,“ 2012년 3월 23일 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
1450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0일)

165)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이용석은 “1년에 6~7백 명의 수가 
감옥에 가니까 되게 큰 사회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라고 답하였다. 한편, 곽경란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던 백종건 변호사
와 같이 개인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한 희생이 조명되면서 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용석과의 인터뷰, 2021. 6. 29.; 곽경란과의 서
면 인터뷰, 2021. 11. 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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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수자 인권에 관한 주요 언론사의 기사 건수가 꾸
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166) 개인의 인권 의식 역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67) 이와 
같은 자료들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이를 위
한 관용이 사회적 규범과 문화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
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우 문제를 소수자 인권 보
장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당시 관계자들 역시 당시의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중요한 성공 요
인으로 꼽았다.168) 

소수자 인권과의 접목을 통한 설득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
째 조건은 쟁점 영역에 관한 NGO의 높은 신뢰도를 들 수 있다. 국내 
NGO의 경우, 군사독재의 지속과 짧은 민주화 과정으로 인해 ‘권익 주창’
역할의 비중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인권 분야는 NGO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169) 2004년 CIVICUS 시민사회지표 결과는 
인권 이슈에서 NGO의 활동과 정책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170) 이러한 결과들은 군사정권의 종식 이후 개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

166) Jeong-Woo Koo and Jaesung Choi, "Polarized embrace: South Korean 
media coverage of human rights, 1990–2016," Journal of Human Rights 
Vol. 18, No. 4 (2019), p. 465.

167) 정진성 외, “한국인의 인권인식과 태도, 2005~2011년,” 『사회와이론』, (2014), p. 
417.

168) 이용석은 “이 문제가 만약에 70년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면 이만큼 반향이 덜 했
을 텐데 2000년에 대두됐을 땐 이미 한국이 제도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발전
을 많이 했고 근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감옥에 간단 말이야? 이런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곽경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일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 비해 국가공동체보다 개인의 인생, 개인의 가치관에 더 무게를 두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용석과의 인터뷰, 2021. 6. 29.; 
곽경란과의 서면 인터뷰, 2021. 11. 18. 

169) 시민사회 또는 NGO의 역할은 크게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자치역량
(empowerment)’,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드러나
지 않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및 기본적 인권 보호, 공공정책 대안의 제시를 목표
로 하는 ‘권익 주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의 ‘권익주창적’ 
특성: CIVICUS 시민사회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0권 5호
(2006), pp.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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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 국내 문화 속에서, NGO들이 인권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
구를 잘 대표한 것으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사실, 주요 규범주창자인 연대회의는 규범 유입 초기 양심적 병역거
부 사안을 군인의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사병 월급 인상, 전·의경 제도 폐
지 등과 결합하고자 하였다.171) 비슷한 시기, 임종인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문제와 사병의 인터넷 사용 확대, 병사 간 존댓말 사용 등 군대 
내 인권 개선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당시 이들은 이러한 결합을 통해 양심
적 병역거부의 규범 프레임을 ‘군 인권 개선’ 차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병
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병역기피 급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172) 

하지만, 이들의 군 인권 개선과의 접목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
지 못했다. 우선, ‘군 인권 개선’ 문제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과 
‘GP 총기 사건’을 계기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연대회의가 이를 양심적 병
역거부와 함께 다루던 2000년대 초반, 군 인권 개선 문제는 사회적 동원
을 위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NGO의 군대 내 문제
에 관한 전문성 역시 해당 사안과의 접목 전략이 실패한 요인으로 볼 수 

170) CIVICUS 시민사회지표는 54개국에서 진행된 조사로서, 시민사회의 구조, 외부 
환경, 추구하는 가치, 사회적 영향 등 네 가지 항목을 통해 시민사회의 전반적 상
태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측정 방법으로는 기존 문헌 검토,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담, 여론 조사 등을 활용한다. 2004년 진행된 결과에 따르면, 인권 영역 내 
NGO 활동의 활발함 정도는 4점 만점에 3.5점, 영향력 정도는 4점 만점에 2.9점을 
기록했다. Joo, Lee, and Lee, “The explosion of CSOs and Citizen 
Participation: An Assessment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2004,” 
CIVICUS Civil Society Index Report for South Korea (2006), p. 69.

171) 2000년대 초반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논의된 사안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에 최정민은 “초반에 사병 월급 인상 관련한 캠페인을, 저희가 그거를 중심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군대 인권과 관련한 것을 시리
즈로 한겨레21에 글을 게재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맥락을 같이 
했던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전·의경제 폐지랑도 맥락을 같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정민과의 인터뷰. 2021. 6. 29. 

172) 군인권 개선과의 접목에 대해 임종인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군대를 간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대체복무제를 해주고 이렇게 돼야 
양심이 보호되고 사병들의 인권이 보호된다.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
면 누가 군대 가겠느냐고 하지만, 복무기간 짧게 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하면 
누가 군대에 안 가겠느냐. 임종인과의 인터뷰.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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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차리아는 규범주창자가 국내의 특수한 가치나 정체성을 잘 대표할
수록 청중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173) 병역이행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병역거부자들과 일부 여성 활동가들이 포함된 당시 규
범주창자의 대표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174) 이와 같은 군 인권 개선과의 
규범 접목 전략의 실패는 앞서 설명한 두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2000년대 초반까지 규범 반대자로서 NGO와 대립하는 수용 
태도를 보였던 정부 역시 접목의 전략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을 수
용하고자 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 도입을 발표할 당시,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이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무제도 중 하나로서 여전히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75) 

이러한 방식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제도 개선이라는 쟁점 영역 
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군 병력 감축을 포
함해 군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였다. 병무청 
산하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은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감축될 병력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는 동시에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
다.176)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과의 접목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와 군 병력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새로운 규범 프레임을 내포하게 되었다

173) Acharya, 2004, 248.
174) 최정민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문에 글을 기고할 때조차 여성이라는 이

유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병역이나 군대 내 
인권 문제에 있어 여성 또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대표성은 매우 낮
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일신문, “[인물초대석] 양심적 병역거부자 돕는 활
동가 최정민씨,” 2004년 7월 21일 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
d=086&aid=0000002922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7일) 

175) 국방부,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2007. 9. 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23&oi
d=170&aid=0000000730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7일)

1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회복무제도, 병역 형평성 강화,” (2007. 2. 13.)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618374 (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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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접목 시도는 비록 규범주창자인 정부 정책결정권자의 교체

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나, 국회와 여론이 규범의 정당성을 수용하도
록 설득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특히, 국회의 경우 
규범반대자였던 보수 정당 내에서도 의견 변화가 감지되었다.177) 

이처럼 국회나 여론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병역제도 차원에서 
다룬 정부의 방식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정한 이유는 정부의 대표성과 병
역 이행에 관한 국내 문화를 들 수 있다. 우선, 병역은 온전히 정부 행정
과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고 유지된다. 즉, 정부는 병역문제에 관한 쟁점 
영역에 있어 가장 전문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NGO나 병
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병역의 이행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함으로써 공평한 병역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부감이 적었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보
수 야당의 소속 의원들의 발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사회복무제 도입 취지
에 공감하고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나 인
권의 보호 차원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 차원에서 해석했음을 알 수 있
다.178)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준비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국가인권회 내부 공청회를 통
해 국방부에서 병력 감축을 비공개로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177) 당시 국방개혁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지지하였으며, 한나라
당은 군의 현대화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병력 감축 규
모에서 이견을 보였다. 김동한,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 과정 및 요인 연구 : 818
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2009), 서울대학교, p. 144. 

178) 2008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의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말입니다...(중
략)...현역복무의 2배 이상을 근무케 해 가지고 사회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대평 당시 자유선진당 의
원은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사회복무제
도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저는 현역 복무기간을 2배 이상 늘리고 사회
복무를 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라고 발언하였다. 제18대 
국회 278회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2008. 10. 9.), pp. 15, 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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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여론의 
비판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179)

이상에서 논의한 규범 지역화를 통한 규범 수용의 작동기제는 다음
과 같다. 우선, 국내 규범주창자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외부 규범을 국
내로 전파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규범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나 그에 따
른 구체적 클레임은 국내 문화적 특수성이나 기존 규범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국회, 여론 등 다양한 규범수용자 및 청중의 규범 
수용 반대를 마주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범주창자는 접목이
나 가지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 규범을 국내에 맞게 재해석 및 변형
한다. 

이러한 방식이 청중이나 주요 규범수용자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할 
경우, 규범 논쟁 양상은 규범 확정을 향해 변화하고 결국에는 내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설득의 성공 가능성은 규범주창자가 접목한 사안에 대한 규
범주창자의 전문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대표성과 당시 국내의 가치
체계 및 문화적 환경에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규범주창자의 
규범 수용 방법의 결과로 외부 규범과는 다른 형태나 의미를 가진 채로 
내재화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대안적 설명 검토
본 연구는 국내 규범수용자의 규범 수용 전략에 의해 양심적 병역

거부 규범의 의미가 재생산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내재화될 수 있었다

179)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21년 11월 12일.

그림 2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내 수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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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상 가능한 대안적 설명을 검토하고 각 설명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외부 안보 환경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양심
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긍정적 여론이 증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
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대북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오히려 증
가하고 협력 및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180)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핵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여러 차례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러한 사실은 국내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이 안보 환경 변화에 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정책결정권자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양심적 병
역거부에 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Checkel(1999)에 따르면 정책결정권자의 규범 수용 의지는 규범 확산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이며, 정책결정권자가 규범 수용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은 정치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181)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까지 제
기되는 국내 정치 구조상 정책결정권자의 선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
을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결정권자의 정책 선호에도 불구하
고 실제 도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외부 규범이 정책 시행 차

18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한 여론
조사인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7년 6.8%에서 헌
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2018년 10.3%,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2020년 14.8%로 증
가하였다. 반면, ‘협력’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56.6%, 41.9%, 
48.2%를 기록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의식조사: 통일과 평
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p. 32. 

181) 체켈은 정치적 구조를 자유주의, 협동조합주의, 국가주의, 국가우위 사회로 구분
하였다. 엘리트에 대한 제약은 자유주의에서 가장 약하고 국가우위 사회에서 가장 
강하다. Checkel, 1999, pp.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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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이 아닌 담론과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규범
수용자들의 지지 혹은 동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두 가지 대안적 설명과는 달리, 국내 규범주창자의 규범 수용 전략에 
주목하고 그 인과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규범수용자들의 태도가 변화한 
원인과 내재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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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
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182)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
안보와 개인 인권 간의 충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50년대부
터 존재해왔다.183)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
인을 비롯해 극소수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에 벗어나 있었다.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처음 시작되기 이전까지 약 반세기 동
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재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었
으나,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었다.

반면, 국제사회는 198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ICCPR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UN 인권이사회의 전
신인 UN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당위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함
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제규범화하였다. 

이들의 처우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국내 평화활동가가 외국 NGO와의 교
류를 통해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알게 되고 이를 국내에 유입하
여 전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들 국내 규범주창자들은 매년 수백 명
의 젊은 남성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UN이 권고하고 있는 바에 따라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규범 유입 초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을 요구하는 시민단
체 세력은 국내의 강고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전쟁 이후 유지되어 온 첨
예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국내 헌법 체계 속에서 주관적인 

182) 대체역심사위원회, 2021, p.11.
183) 대체역심사위원회, 2021,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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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
문이다. 특히,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이 대선 후보의 지지도 급락으로 이어
질만큼 병역문제에 관해 민감한 국내 문화에서 군대를 거부하는 것은 병
역기피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내 규범주창자들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여론과 
정책결정권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였다. 그것
은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특정 종교를 따른다는 이유로 혹은 전쟁을 싫
어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이들에 대해 민주
주의 국가에 걸맞은 제도적 배려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실제
로 당시 병역거부자 중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훈련만 받지 않을 수 있
다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
힌 바 있다.184)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수용에 관한 논쟁이 진행된 지 약 20여 년 
이 흐른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로 대체복무제를 허
용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권의 교체라는 외부적 환
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규범주창자들의 지
속적인 규범 수용 요구가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과 정책결정권자들의 양
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태도의 점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국가안보와 인권의 충돌이라는 사안적 특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내의 안보 상황과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결국에는 제도적 내재화에 도달한 양
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국내 수용 과정을 다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범
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을 규범의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의미하는 클레임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규범 논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포착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규범주창자

184) 전쟁없는세상, 2014, pp. 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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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모든 국내 규범수용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의 당위성과 이
행에 반대하는 ‘규범 교착’ 상태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당위
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규범 인지’ 상태를 보였으며 2010년대 
후반 비로소 내재화되었다. 

다만, 국내에서 내재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에 대한 국내 담론, 
국내 법체계, 정책 이행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는 본래의 국제
규범과는 그 형태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내재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은 그 프레임이 국제규범에 비해 제한적이
고 그에 따라 규범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 정책 또한 다르다. 

본 연구는 내재화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규범 수용 방식으
로 지역화 개념에 주목하였다. 국내 규범주창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규범
에 관한 국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고자 본래 규범의 프레임을 국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규범의 클레임 역시 변형이 발생하였다. 규
범주창자는 이러한 규범 수용 방식을 통해 규범 논쟁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나, 동시에 규범의 프레임이나 클레임에 있어서 UN 결의를 통해 구
체화된 것에 비해서는 다소 협소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은 규범 논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별 국가
의 국제인권규범 수용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규
범 수용 주체를 국가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혹은 비국가행위자에만 집
중하여 규범 수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다루지 못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규범의 의미(프레임)나 형태(클레임)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양상을 기술하고 그 변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안보와 
병역이행에 관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사례는 그러한 설명의 타당
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외부 연구활동이 제약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규범 논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과의 대면 및 비대
면 면담을 통해 정성적 자료를 수집한 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심층적 분
석을 가능케 해준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과연 이러한 분석 틀과 설명이 외적 타당성을 갖춰 다른 국가
나 다른 영역의 규범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
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연구 내적으로는 병무청이나 국방부, 혹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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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의원 등과 같이 규범 논쟁 속에서 규범반대자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
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규범주창자의 규범 수용 방식에 따른 태도 변화를 포착할 수 있
다면 본 연구의 설명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정부나 국회와 같은 규범수
용자나 여론의 태도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틀과 설명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른 국가의 사례나 다른 규
범 사례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았으나 
활발히 규범 논쟁이 진행 중인 규범의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규범주창
자의 규범 수용 방식에 대한 가상적 상황을 활용하는 설문실험 또는 연구
실실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만일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다면, 국제규범의 확산 및 수용에 관하여 더욱 일반화 가능
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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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the norm to be internalized, it is necessary for 
actors affected by the norm to confirm the meaning or content 
of the norm. In the process of norm internalization, conflicts 
between external norms and domestic cultural distinctiveness may 
arise Then, norm entrepreneur may try to persuade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public opinion by reinterpreting the 
meaning or content of norms. This paper describes the pattern 
of norm contestation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external 
norms and domestic cultural distinctiveness by analyzing the 
case of accepting the nor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It also explains that a phase of the norm 
contestation can be changed and internalized by norm 
entrepreneurs. In the early stage the norm contest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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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military service collided with the conscientious 
objection. However, the phase changes over time and the norm 
is intern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norm entrepreneurs was 
able to bypass the domestic backlash and opposition by 
reinterpreting the ‘frame’ and ‘claim’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owever, in this process, the 
meaning of norms was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search program regarding variations in the results of 
norm internalization that cannot be captured by the existing 
norm diffusion model.

keywords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Norm contestation, Norm entrepreneur, Norm-taker,
            Internalization, Norm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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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규범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

규범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규범의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연
구 중 다수는 마사 피네모어(Martha Finnemore)와 캐서린 시킨크
(Kathryn Sikkink)의 규범의 생애주기 이론에 기반하여 규범이 국제규범
으로의 출현 단계를 거쳐 규범 창발(norm cascade) 및 내재화(norm 
internalization)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생애주기 이론은 규범주창자의 역
할과 사회화 개념을 강조한다. 규범주창자가 규범 출현 및 초기 확산을 설
명한다면 사회화는 국제사회에서의 본격적인 확산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화는 아직 규범을 수용하
지 않은 국가가 국제사회의 요구 혹은 설득 등에 의해 규범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화는 개별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
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리세(Thomas Risse), 스테판 롭(Stephen Ropp), 캐서린 
시킨크(Kathryn Sikkink)가 제시한 나선형 모델을 비롯하여 생애주기 이
론에 기반한 후속 연구들은 사회화 개념에 집중하여 사회화의 동기나 사
회화 발생 조건 및 과정 등을 설명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사회화의 
동기를 국가 평판에 대한 고려, 경제적 유인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국내 정
치 체제나 상황에 따라 사회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반면, 규범 확산에 관한 두 번째 부류는 규범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
는 규범 내용의 변화나 규범 수용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심은 
국제규범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 및 이에 순응하는 과정인 사회화 개념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규범은 확산 과정에서 규범 
수용 국가의 국내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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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국내 수용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미타브 아차리아(Amitav Acharya)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안보 규범 수용 사례를 통해 규범 확산이 사회화의 
과정이 아닌 규범 수용 국가의 적극적인 규범 해석 및 재생산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아세안이 표방하는 공동안보의 내용은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대표되는 유럽의 공동안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후 많은 
후속 연구들은 규범 수용 국가에서의 규범 재생산 과정이나 결과에 관심
을 가졌다. 안테 위너(Antje Wiener)가 강조한 규범 수용 과정에서의 논
쟁, 즉 규범논쟁 역시 이러한 부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규범의 확산을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한 기존 연구를 비
판하고 규범의 확산 과정에서 규범 수용 국가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나 형
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부 규범의 
유입→국내 규범 논쟁 발생→규범 논쟁 양상 변화→내재화 심화 등의 네 
단계로 이어지는 규범 수용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규범주창자에 의해 규범 논쟁 양상이 변화함을 보인다. 이를 통해 국제규
범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과정이 사회화를 통한 순응의 과정이 아닌, 
규범 수용 국가 내에서의 적극적인 재해석과 논쟁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규범 수용 결과를 국제규범과 비교
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규범 수용 여부 자체만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한
계를 보완한다. 규범 내재화의 정도를 사회 담론, 입법, 정책 시행 등의 
영역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규범 확산의 결과를 국가 별로 비교할 수 있
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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