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한국 쟁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표방한 것이었으나 그로 인한 결과는 오히려 

민족의 분열과 립을 조장하고 분단체제를 강화하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던 란

으로써 그 상흔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아물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특히 쟁

과정에서 야기된 민간인의 피해는 쟁외 인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이었는데, 즉결

처분의 형태로 빚어진 량학살 이외에 국가가 형식 인 사법 차를 동원하여 부역

의자를 가려낸 후 처형한 사례들은 정당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

이었다. 이들에게 용된 형벌규범은 그 자체가 헌 이면서 법한 것이었고, 형

사재 의 차 한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례를 두어 정치 인 목 에 

따라 합법 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가능하게 하 다. 이와 같은 행 는 

비국민으로 지목된 집단 체를 상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정  

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가하는 수

단이었다.

  따라서 사형의 정당성을 응보 내지 방  에 입각하여 지지하는 것이 체

인 존치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내부의 국민정서를 완고하게 이끌

고 있으나 쟁기간 부역 의자와 정치  반 자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목 에 따

라 자의 으로 오용 는 남용된 사실 한 부인할 수 없었던 에 비추어 볼 때 다

시는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땅히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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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한지역에서 생명을 잃은 민간인은 

사망과 학살을 포함하여 373,599명으로 잠정 추산되는데,1) 전쟁에 직접 연관된 인

명피해도 막대했지만 전쟁외적인 경우 또한 심각하였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비국

민(非國民)을 감별하여 학살했던 행위는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원(解寃)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과거청산의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즉결처분에 

의한 국민보도연맹원(國民保導聯盟員)과 부역혐의자의 처형문제는 비록 완벽하지 

아니하나 그 일부가 규명된 바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의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문자 그대로의 ‘대량학살(genocide)’이었으며 향후 우리 사회가 정치적․이

념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위를 좁혀 한국전쟁시기에 제한적이나마 재판의 형식을 거

쳤던 부역자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사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쟁기간에 부역혐의로 

연행된 사람은 검거 153,825명, 자수 397,080명 등 모두 550,905명에 달하였는데,2) 

일부 극소수의 의식분자를 제외하면 거의 적 치하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동조하게 

된 경우였다. 사법처리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체포와 수사 등 선별절차는 군․검․경 합동조사본부가 주도하였는데, 11월 15일까

지 서울지역에서만 약 16,115명을 체포하여 2,142명은 군사재판에, 9,060명은 일반

재판에 기소하였다. 비교적 객관적인 통계에 따르면 사법처리의 결과로서 군사재판

에서 451명, 일반재판의 경우는 131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3) 적용법조는 주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과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등이었다.

그러나 부역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통계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 나아가 그 

전제가 되는 사법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이를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한편으로 전쟁이라는 국가존립의 위기상황에서 사형선고와 

집행의 현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적 제거와 정치적 

희생양을 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사형제도가 

국가폭력을 적극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하는 도구가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쟁사, 제3권, 2005, 144면; 이 수치는 휴전 직후인 1953
년 공보처 통계국이 집계한 것으로 이후 한국전쟁기의 공식적인 인명피해결과로 인정
되고 있다.

2) 내무부 치안국, 경찰 10년사, 1958, 547면.
3) 김기진, 미국 기 문서의 최  증언, 한국 쟁과 집단학살, 2006,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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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야기되는 비극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것이 결과적

으로는 사형폐지의 설득력 있는 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사형선고의 법적 근거와 형사재판의 특례

1. 사형선고의 법적 근거

가.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년 6월 28일, 개전 후 사흘 만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발효된 ‘비상사

태 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조령)’은 정치사법으로서 폭넓은 사

형선고와 자의적인 집행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현장즉결에 의한 처형을 모면한 사

람들을 다시 법살(法殺)에 의한 공포로 내몰았던 것이 바로 이 특조령인데, 이승만

정권은 적전(敵前)에서의 위급한 비상사태에 사전 대응하려는 의도로 이를 입법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 처단하는 것

이었으나(제1조), 오히려 자신들의 잣대로 체제에 반항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동조

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법령 그 자체가 반민족

이면서 비인도적이었다.4)

특조령에 따라 사형선고가 가능했던 경우는 오로지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대적 사형범죄구성요건(제3조)’5)과 유기징역형과 사형 가운데 사형을 선

택할 수 있는 ‘상대적 사형범죄구성요건(제4조)’6)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제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정보제공․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자가 있는 경

4) 그러나 이 비상입법은 대외적으로는 6월 25일에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6월 28일에 공포한 후 그 효력을 사흘이나 소급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140~141면.

5) 전시에 범한 살인, 방화, 강간, 군사․교통․통신․수도․전기, 가스(와사)․관공서 기
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물자의 강취․갈취․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형무소․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
하게 한 행위.

6) 타인의 재물을 강취․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훼손 또는 점거
한 행위,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감금․상해․폭행한 행위,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적에게 무기․식량․유
류․연료․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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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사람 또한 주범으로 처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형선고가 가능하였다(제5조). 

그러나 이들 범죄구성요건에 규정된 법정형은 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

려울 만큼 중형이었다. 예컨대 절대적 사형이 규정된 제3조와 (구)형법상 동일한 

범죄의 구성요건들을 비교해 보면 특조령의 법정형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를 확

인할 수 있다.7)

일부에서는 특조령을 국난의 극복을 위한 형사규범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하

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법관에 의하여 신

중하게 범죄와 형벌의 균형적인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여지

도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행정조치를 강요하는 규범에 가까웠고,8) 나아가 법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라면 전혀 허용해서는 안 될 변호인의 참여 없는 위법한 판결들

을 양산하는 법적 근거였다.9) 검찰과 법원은 이와 같은 불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에 와서 인권옹호 내지 피

고인의 이익을 내세워 불편한 진실을 수습하려 하였다.

검찰의 경우 특조령에 따라 사형이 선고된 자들을 소관 지검이 대검찰청에 집행 

구신하자 관련 근거서류를 검토하면서 변호사 선임 없는 위법한 재판이 발견되었

다며,10) 대법원에 비상 상고하였고,11) 대법원은 종전 후 특조령이 특수한 시대상

황을 반영한 규범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단심제와 강제변호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

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특조령이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강제변

호를 제외할 수 없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특조령 위

반 피고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7) 이에 따라 특조령은 1951년 1월 30일 법률 제175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3조의 절대적 
사형을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4조의 상대적 사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였다.

 8) 유병진/신동운(편), 재 의 고민, 2008, 331면 이하 참조.
 9)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없는 판결의 위법성은 특조령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당

시 일반 형사사건처리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1953
년 8월 27일자, 2면․8월 28일자, 2면․8월 29일자, 2면․9월 3일자, 2면; 경향신문, 
1953년 12월 22일자, 2면 각 참조.

10) 동아일보, 1953년 4월 2일자, 2면; 경향신문, 1953년 11월 4일자, 2면.
11) 비상상고의 이유는 (구)형사소송법 제334조가 규정한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피고측에서 
만약 변호사선임이 없을 시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장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야 한다.”는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1953년 9월 23일, 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필요적 변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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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한 바 있다.12)

나. 국가안보규범과 군사재판규범의 혼용

전쟁기간 부역자 처벌에는 특조령뿐 아니라 국가보안법(1949)과 국방경비법도 함

께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형선고 또한 이들 법규정의 사형대상범죄 구성요건이 동원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는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가 수

괴간부인 경우(제1조 제1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제1조 제2호), 제1조에 규

정한 결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단체

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가 수괴간부인 경우(제2조 제1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제2조 제2호) 등에 대하여 ‘상대적 사형선고’가 가능하였다.

아울러 군사재판규범 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던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및 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도 해당 부역행위가 적을 이롭게 

하거나(국방경비법 제32조,13) 해안경비법 제8조의214)), 간첩행위(국방경비법 제33

조,15) 해안경비법 제9조16))로 간주될 경우 군법회의를 통하여 적용되었다. 특히 전

쟁초기 군법회의에서 부역자에 대한 사형선고가 높았던 것은 부역행위의 범위와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규범적 판단과 해석능력이 부족한 군인들에 

의해 손쉽게 이적 내지 간첩행위가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12)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13)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식량,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호 혹은 구원을 기도하

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여하한 경우(상대적 사형).

14) 해군 관할지역 내에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
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경우(상대적 사형).

15) 조선 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경우(절대적 사형).

16) 전시 또는 최고통치권에 대한 반란이 있을 때 간첩으로서 잠입 또는 행동하는 경우, 
적 또는 반도로부터 유혹적인 문서, 기타 통신을 하거나 지참 또는 적 혹은 반도에게 
이를 교부하는 경우, 해안경비대원에 대하여 그 직책을 배반하도록 공작하는 경우(상
대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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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재판의 특례

가. 단심재판

특조령에는 규율대상인 범죄의 심판을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에서 단독판사가 

단심으로 처리하고(제9조),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형사재판

상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었다(제11조). 그런데 이와 같은 단심재판은 그 폐해가 심

각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경

우 피고인 또는 관할 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지방법원 및 동 

지원 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그러나 법령 개정만으로는 심각한 헌법침해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고, 무고한 사

람들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었다. 결국 1952

년 2월 14일, 서울지법 수원지원이 특조령상 단심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자, 

9월 9일, 헌법위원회는 단심을 규정한 특조령 제9조 제1항을 위헌으로 선언하게 되

고,18) 10월 26일에 이르러 부역자재판은 3심제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특조령

에 대한 위헌판단의 취지는 3년여 전 여순사건에 적용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이인이 지적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19)

나. 군법회의

1950년 7월 8일자로 공포된 계엄령은 7월 21일 자정을 기하여 남한 전역으로 확

대되는데,20) 이에 근거하여 군사재판의 소송절차를 간략히 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

리를 기한다는 미명 아래 민간인에게도 고등군법회의에서의 형사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21) 부역자재판은 군법회의가 전담할 계획이었으나,22) 인적․물적 자원의 

17) 동아일보, 1950년 12월 2일자, 2면.
18) 헌법위원회 1952. 9. 9. 선고 4285헌위2 결정.
19) 이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특수범죄에 관한 군법회의 재판 확인에 관한 건(1949. 4. 27). 

대검찰청, 검찰제요 참조.
20)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 란 1년지(1950-1951), 1951, C51면.
21) 앞의 한국 란 1년지, C53~54면; 당시 계엄령에 따르면 계엄선포지역 내의 고등군법

회의는 장교 3인 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되 이 가운데 1인은 군법무관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2조).

2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소진섭은 7월 13일, 계엄하의 범죄조사 및 그 처리문제와 관
련하여 특조령 적용에 있어서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이적행위 등 중요한 범죄는 군법
회의에서, 그 외 일반범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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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 심사를 거쳐 그 

일부를 민간법원이 처리하도록 하였다.23)

이듬해 7월 29일, 법률 제210호로 공포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법원과 군법회의 사이에 발생한 재판권 쟁의를 대법원이 재정(裁定)하도록 하

는 규정(제2조)을 두기 전까지 비헌법적 재판기구인 군법회의는 민간인에 대한 자

의적인 사법처리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이 1954년 11

월 29일, 헌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신설되고, 계엄과 법원의 권한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이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헌법에서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민간인에 대하

여 군법회의는 우선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24) 실질적으로 한국전

쟁의 전체 시기의 형사재판이 군법회의와 동일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3. 형법의 제정

가.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의 확대

제정형법(1953)은 종전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전쟁기간 사형선고의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형사기본법으로서 전쟁 중에 그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1940, 총칙은 1931)’25)을 유력한 모델로 삼은 제정형법에는 

나(경제신문, 1950년 7월 14일자), 10월 이후의 부역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23) 당시 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에서 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해온 이른바 A급 부역자들은 다시 A, B, C, D, E의 5급으로 세분해 처리했는데, D, 
E급은 지검으로 이송하고 A, B, C급만을 군법회의에서 처리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
은 한인섭, 앞의 논문, 153면; 특조령을 형사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법인 ‘계엄 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5호)’에 따르면 계엄고등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제2조).

24) 제2차 개헌에서 군법회의에 대한 헌법규정은 당시 헌법 제83조 제2항에 두었는데 제1
호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
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하였으며, 제2호는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다. ‘법원조직법(1949. 9. 26. 제정)’에도 군
법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제헌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관이 아닌 
자가 국방경비법, 계엄법에 근거하여 재판하는 군법회의와 같은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25) 국가사회주의와 결합된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牧野英一, 改正刑法仮

案とナチス刑法綱領, 1941, 140頁 이하 참조.



조선형사령에 의한 (구)형법 제정형법(1953)

절대적 사형(3개 조문, 3개 구성요건) 절대적 사형(1개 조문, 1개 구성요건)

제81조 전단 외환유치죄(전단개시)
제93조 여적죄제81조 후단 외환유치죄(항적)

제82조 제1항 시설제공이적죄(군대 등 제공)
상대적 사형(14개 조문, 15개 구성요건) 상대적 사형(21개 조문, 31개 구성요건)

제77조 제1항 제1호 내란죄(수괴) 제87조 제1호 내란죄(수괴)
제77조 제1항 제2호 내란죄(모의, 지휘, 중요임무종사) 제87조 제2호 내란죄(모의, 지휘, 중요임무종사)
제82조 제2항 시설제공이적죄(병기 등 제공) 제88조 내란목적 살인죄

제83조 시설파괴이적죄 제92조 전단 외환유치죄(전단개시)
제85조 제1항 간첩죄(간첩, 간첩방조) 제92조 후단 외환유치죄(통모항적)
제85조 제2항 간첩죄(군사상 기밀누설) 제94조 제1항 모병이적죄

제108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95조 제1항 시설제공이적죄(군대 등 제공)
제119조 현주건조물 등 침해죄 제95조 제2항 시설제공이적죄(병기 등 제공)

제126조 제3항
기차전복 파괴치사죄

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
함선복몰 파괴치사죄

제146조 후단 수도, 수원독물 혼입치사죄 제98조 제1항 간첩죄(간첩, 간첩방조)
제199조 살인죄 제98조 제2항 간첩죄(군사상 기밀누설)

제200조 존속살해죄 제119조 제1항
폭발물사용죄(생명, 신체, 재산침해)
폭발물사용죄(기타 공안문란)

제240조 강도치사죄 제119조 제2항 폭발물사용죄(전시, 천재 기타 사변)
제241조 강도강간치사죄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제172조 제1항 폭발물파열 치사상죄

제177조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제188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치사상죄

기차 등의 전복 등 치사상죄

제194조
음용수독물혼입치사상죄

수도, 수원독물혼입치사상죄
제250조 제1항 살인죄

<표 1> (구)형법 및 제정형법에 규정된 사형대상범죄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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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보다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제정과정에서 수구적․전체주의적 식민통치 아래의 강압적인 안녕질서를 우선시

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도 일부 작용하였으나,26) 

그보다는 초안 작성단계에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 발생하였고, 법안을 심의

하여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더욱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27)

26) 차용석, “한국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4면 이
하 참조.

27)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32~33면; 오영근, “일본 개
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0
호, 2003, 111면 이하 참조.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위계 등에 의한 자살결의죄

제338조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살인죄

해상강도치상죄

해상강도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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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과 같이 (구)형법상 절대적 사형이 규정된 경우는 전단개시 외환유

치죄, 항적 외환유치죄 그리고 시설제공이적죄 등 3개의 범죄구성요건이었고, 상

대적으로 사형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14개 조문에 15개의 범죄구성요건이었다. 

그런데 제정형법에는 절대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범죄구성요건이 여적죄뿐

이어서(제93조), (구)형법과 비교할 때 축소되었으나 사형을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과하기로 했던 형법초안의 이유 설명과 달리 완성된 범죄구성요건에서 상대적인 

사형선택이 가능한 경우는 21개 조문에 31개 범죄구성요건으로 늘어났다.28)

나. 확대된 형법상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보완책

제정형법이 엄형주의로 무장한 강성형벌규범의 성격을 띠게 되자 사형 등 중형의 

선택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위법성 심사를 통하여 강구될 수밖에 없었고,29) 형사입

법자는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즉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적대세력이나 폭도에게 부역한 혐의로 숱한 민간인들이 특조령과 국가보안법, 국방

경비법 등 여러 형사특별법에 의해 무차별적인 사형선고를 당하고 집행되는 것을 

목도한 형사입법자는 프랑스형법 제64조를 참조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

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

된 행위는 처벌치 아니한다(형법총칙초안 제13조).”는 규정을 입안하게 된 것이다.30)

28) 형법초안에서 사형이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은 제90조[현행형법 제87조] 제1․2호, 제91
조[제88조], 제95조[제92조], 제96조[제93조], 제97조[제94조], 제98조[제95조], 제99조
[제96조], 제101조[제98조], 제129조[제119조], 제174조[제164조], 제188조[제177조], 제
267조[제250조], 제324조[제301조] 후단, 제361조[제338조], 제362조[제339조] 제2항, 제
363조[제340조] 제3항 등이었다. 신동운(편), 형법 제․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9, 38면.

29) 이와 관련하여 형법총칙의 마무리 기초 작업을 담당한 법전편찬위원장 김병로의 위법
성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동운, “가인 김병로선생의 범죄론체계
와 한국형법의 총칙규정”,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008, 11면 이하 참조.

30) 신동운․허일태(편),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73~75면 및 102면 각 참조; 엄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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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칙 본조 소정의 형벌조건에 대한 완화를 통하여 행위자의 억울한 사정을 

형법의 세계에서도 참작하고 국민에게 원한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서 이전부터 판

례를 통하여 확립된 규범적 책임론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판관

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계시적(啓示的)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

지에서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12조에 나타난 강요된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규정은 

적법행위를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법관에게 엄형으로 무장한 제정형법을 완화할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었다.31)

Ⅲ. 부역자처벌을 위한 사형의 실재

1. 부역자처벌의 법적 근거와 사형 규모

가. 부역개념의 설정 배경

1950년 9월, 전세가 호전되어 서울로의 귀환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회는 적 

치하의 국민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역행위특별심사

법’32)과 ‘사형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었는데, 그 초안에는 ‘부역’이라는 용어가 

은 특히 자신이 변호인으로 관여한 형사사건의 상고 이유에서 “기술적으로 냉각화하
는 형법의 세계에 양식을 가미하여 ‘형법의 양식과의 수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12조는 이러한 정신에서 새로운 형법이론인 규범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
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54. 2. 11. 선고 4287형상169 판결[업무상
횡령․공사문서위조․동행사․증뢰(미간행)] 참조.

31) 이외에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법익침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
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벌로 하도록 규정한 것(형법 제16조) 또한 동일한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초과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정황을 구
성한 경우라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형법 제21조 제2
항, 제22조 제3항), 나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형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
3항) 불완전한 인간이 적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책을 면하
게 하거나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형법 제21조 제3항과 관
련하여 신동운ㆍ허일태(편), 앞의 책, 75~77면; 허일태,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기초
이론”,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73면 각 참조.

32) 이 법률의 제1조에는 부역자라는 언급이 없으며, 다만 역도에게 협력한 자라는 구성
요건의 표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행위가 협력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치하에 반민족행위를 했던 자들을 처벌하고자 정부수립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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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역도에게 협력한 자’라는 표현이 언급되다가 10월부터 ‘부

역’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부역행위자의 선별기준에

는 자발성이라는 표지뿐 아니라 비자발적인 경우라도 이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에는 부역행위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부역개념은 적 치하의 공간에 

생존한 모든 사람을 일단 적대세력의 동조자로 추정하고 부역하지 아니한 자를 가

려내는 일종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유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승만정권이 왜 이와 같은 포괄적이면서 모호하고 자의적인 불특정 개

념을 동원하여 부역자처벌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부역자는 엄

밀한 의미로 파악하면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뜻하는데, 한국전쟁 이전의 반민족행

위자는 다름 아닌 친일파들이었다. 따라서 친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던 반민족행위

를 부역이라는 단어로 상쇄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적에게 이적한 반역행위

보다는 부역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적 치하의 적극적인 이적행위는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조차 처벌의 범위에 포섭하

려는 정치적 계산이 잠재된 것은 아니었는지를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처벌의 전제로서 부역행위의 심사

9.28 서울수복 이후 다른 어떤 사안보다 가장 먼저 단행된 부역행위에 대한 처

벌은 부역행위자를 가려내는 전제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

별․직능별로 다양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그 배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조

직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창룡)가 있었는데, 명칭만으로는 수사기

관과 같아 보이지만 예심에 유사한 형태로 부역행위자를 심사하여 군법회의와 민

간재판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준)재판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그 심사 

자체란 것이 단순히 서류만을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으며, 판단기준 또한 불분명했

고, 단지 전쟁 이전에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가 군법회의와 민간법원에서의 재

판을 가르는 중요 변수로 작용했는데, 이것이 결국 극단적으로는 부역혐의자의 생

사여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몇 명의 극우적 반공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 포함되어 활동하였으나 충분히 범죄

사실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 아래 진행된 선별절차는 부역혐의자로 몰린 비국민들

을 곧바로 총살집행대로 향하게 하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후 마련했던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비교해 볼 때 대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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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역자 관련 사형통계의 불일치

전쟁기간에 해당하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을 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집행원부는 존재하지 않는다.33) 군법회의에 의한 경우도 국방

부의 ‘사형집행(참조코드 AG31/S13)’ 공문서철이 있지만 해당기간의 기록은 행방

이 묘연하다. 다만 육군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 이후 1953년 말

까지 군법회의에서의 사형선고는 모두 3,566건으로 연도별로는 1950년 1,902건, 

1951년 925건, 1952년 559건, 1953년 180건이었다고 한다.34) 1950년의 경우 불과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국전쟁기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1,902건의 사형선고

가 이뤄졌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단심의 군법회

의가 허용되고, 처형 또한 신속하게 단행되어 그 지나침을 시정할 기회를 놓쳐버

렸기 때문이었다.35)

서울의 경우 1950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부역자 색출과 심문

과정을 거쳐 기소된 사람들은 중앙고등군법회의와 서울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국

방경비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 180여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악질부역자’로 분류된 25명은 판결 선고 후 4일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36) 그런

데 재판을 시작한지 2개월 정도가 지난 11월 25일까지 계엄사령부가 집계한 부역

자의 사형선고는 총 877명으로 불과 20여일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37) 구체

적으로는 군사재판의 경우 중앙고등군법회의가 169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후 

96명을 집행하였고, 서울지구 고등군법회의는 475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65명을 

집행하였다. 전쟁 전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울지법에서 특조령에 따

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민간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233명의 경우 철저한 언론 

통제에 따라 처음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이들도 11월 

24일, 총살형에 처해졌다.38) 그러나 이보다 2주일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서울․

33)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가 생산한 집행원부 가운데 이승만
정권기에 해당하는 기록은 1949년(BD0078251)부터 1959년(BD0078257)까지인데, 한국
전쟁기간인 1951년부터 1953년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의 집행원부(관리번
호 BD0078252)와 1954년의 집행원부(관리번호 BD0078254) 사이 3년 동안 집행원부
가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는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소실되었는지 불분명하다.

34) 육군본부, 법무50년사, 1996, 173면.
35) 한인섭, 앞의 논문, 142면, 주 14 참조.
36) 서울신문, 1950년 11월 10일자, 2면.
37) 동아일보, 1950년 11월 25일자, 2면.
38) 부산일보, 1950년 11월 27일자, 2면.



구분 사형 무기 10년 이상 10년 이하 무죄

계엄고등군법회의 713 304 267 46 57

계엄중앙고등군법회의 232 28 221 170 154

민간재판 353 239 596 188 233

총계 1,298 571 1,084 404 444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 李德仁   421

인천지역의 부역자 처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50년 11월 8일까지 

17,721명이 체포되어 7,748명을 민간법정에, 2,192명을 군사법정에 각 기소하였는

데 민간재판에서는 353명에게,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는 71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표 2>).39) 그런데 기소된 혐의자에 대비할 때, 민간재판에 

의한 경우보다 군법회의에서의 사형선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각 재판기구

가 사형선고에 적용한 법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40)

<표 2> 1950년 11월 8일 부역자 재판결과41)

미국대사관의 12월 15일자 보고에서는 10월 1월부터 보고당일까지 특조령에 따

른 민간재판의 결과, 사형이 선고된 사람을 391명으로 잠정 추산하면서 총살된 인

원은 앞의 보고보다 9명이 늘어난 24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에는 12

월 14~15일에 처형된 사람들이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지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42) 따라서 이승만정권이 부역자 처

벌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사형 관련의 통계를 축소․은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12월 17일, 국제연합한국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는 부역혐의자에 대

한 대량 사형선고와 집행을 주시하면서 이승만에게 이들을 관대하게 처분할 것을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국무부 한국 국내 상황 련문서 XIV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한국전쟁 자료총서 52, 
2001, 429~430면.

40) 즉 민간재판의 경우 사형선고에 있어서 특조령과 국가보안법의 관련 범죄구성요건을 
적용한 반면, 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데에서 양형상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
된 것이다. 특히 국방경비법상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적행위의 경우라도 당시 군법회의의 구성원
(심판관)들이 거의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법규정을 제대로 해석․적용할 능력
이나 의지가 없었으므로 타 형벌의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사형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41) 이 통계는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무부에 제출한 ‘한국정부의 부역자 처리에 관한 보
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자료, 429~430면.

42)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FRUS), 1950. 12. 1. pp. 1579~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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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였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19일, 법무부가 위원회에 통보한 자료에는 10월 1

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서울지법에서 391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가운데 

242명이 처형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43) 이후 1951년 2월 15일, 이 위원회에 다

시 통지된 내용에서는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1월 3일까지 민간재판에 의하

여 사형이 선고된 사람의 누적인원을 512명이라고 밝히고 있다.44)

2. 민간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가. 실태

민간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빈도가 군법회의보다 낮았던 점은 적용 법률의 차이

에 기인한 부분도 있었으나,45) 그보다는 형사법관들의 법의식과 그에 근거한 법해

석에 따라 의식적으로 사형선고를 줄이려 했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

다.46) 예컨대 서울지법의 경우 유병진과 같은 판사는 특조령의 악법성은 그대로 

인정하되,47)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서 구하였

고,48)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과 저촉될 경우 특조령이 우선한다는 규정(특조령 

제13조)을 무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49) 부산

43)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편), “제53회 국제의회연맹회의개요”, 입법참고자료, 제33호, 
1965, 56면.

4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편), 앞의 자료, 60면.
45) 그런데 특조령이 민간법원에서 적용된 법률이기는 하나 단심제와 단독판사에 의한 심

리, 선고기한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경비법보다 더 법치주의적인 
규범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었다.

46) 이에 대해서는 유병진/신동운(편), 앞의 책, 125~153면 참조.
47) 유병진/신동운(편), 앞의 책, 111면.
48) 허일태, “유병진판사와 그의 법사상”, 동아법학, 제46호, 2010, 10~12면 참조; 기대가

능성이론은 원래 규범적 책임론의 전개와 더불어 정립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형법이 적용되던 1950년 초반부터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대법원 1953. 5. 16. 선고 4285형상59 판결; 대법원ﾠ
1954. 9. 28.ﾠ선고ﾠ4286형상109 판결; 대법원ﾠ1954. 12. 14.ﾠ선고ﾠ4287형상49 판결[집
1(5)형,007]; 대법원 1954. 11. 30. 선고 54도73 판결; 대법원 1955. 6. 21. 선고 54도
176 판결; 대법원 1955. 10. 18. 선고 55도235 판결 등);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초법규
적 적용 여부로 인하여 다른 형사책임론의 비판과 반작용을 받아 적용범위가 제한적
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지만 여전히 그 사법적 전통은 형사책임의 조각과 감경의 근
거로 작용하여 형사법 ‘해석상’의 보정적 기능과 ‘입법상’의 기술적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하고 있다. 최병문, “기대가능성 한일 판례평석”, 례월보, 제358호, 2000, 40면.

49) 유병진/신동운(편), 앞의 책, 164~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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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에서도 살인(특조령 제3조 제1호)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범자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인 살인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자유의사에 기인한 

행위가 아니라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한 소위임이 인정되어 주관적 요건인 범의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50)

단심으로 처리되던 민간법원의 부역자재판은 1951년 8월에 와서야 합의부에서

의 재심이 가능하게 되는데,51) 사형선고에 있어서 주로 적용된 법률은 특조령과 

국가보안법이었다.52)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구성요건 가

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53)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들 모

두를 중복 적용하였는데,54) 특히 범죄사실이 특조령 제3조, 제4조 및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해당할 경우 (구)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의 경중을 가려 사형을 선

고하였다.55) 부역행위가 공범관계인 경우에는 조직적 포괄일죄로 처리하거나,56) 

혹은 (구)형법 제45조의 경합범관계로 판단하여,57) 그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구성

요건을 (구)형법 제55조에 따라 선택하였다.58) 또한 법원은 특조령상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당시 미성년자(16세 미만)였던 경우는 조선소년령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형을 회피(징역 15년)하기도 하였다.59)

나. 한계

이와 같이 민간법원의 사형선고가 신중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판

50) 부산지법 1950. 12. 27. 선고 4283형공339 판결.
51)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8. 30. 선고 4284형재6 판결․4284형재10 판결․4284형재12 

판결․4284형재14 판결․4284형재18 판결;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9. 9. 선고 4284
형재22 판결

52) 이외에 법령 제5호 위반을 추가한 것으로는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7. 16. 선고 42 
84형공270 판결.

53) 청주지법 1951. 12. 29. 선고 4283형공598 판결.
54)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1. 30. 선고 4283형공39 판결;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2. 

7. 선고 4283형공244 판결;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2. 28. 선고 4283형공325 판결.
55) 청주지법 1951. 12. 30. 선고 4283형공619 판결․4283형공672 판결
56)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2. 19. 선고 4283형공351 판결; 4283형공200 판결;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2. 7. 선고 4283형공243 판결.
57) 부산지법 통영지원 1951. 1. 23. 선고 4283형공65 판결; 부산지법 통영지원 1951. 1. 

31. 선고 4283형공363 판결.
58) 청주지법 1951. 12. 28. 선고 4283형공483 판결.
59) 부산지법 진주지원 1951. 2. 19. 선고 4283형공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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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흠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법처리에 있어서 중형의 선고를 회피

할 수 없는 특조령이라는 악법이 실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부당한 판결

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단심으로 인하여 이를 시정할 수 없

었으며, 제한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은 군사재판의 경우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오심을 양산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정은 서울이 다시 적대세력

의 수중에 넘어간 1.4후퇴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예컨대 1951년 1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국가보안법 및 특조령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6년여

가 지난 뒤 형집행의 준비단계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된다. 이 사건의 판결주문

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판결이유에서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법률조

항을 적용한 의율착오의 위법사례가 판명된 것이다.60)

아울러 판결문 가운데에는 1매로 인쇄된 양식에 범죄사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적용법조만을 명기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1월 6일 선고된 이 판결은 그 양식이 

대구지법의 것이었으나 선고법원은 청주지법으로 되어 있으며, 사형집행구신서(地

檢秘 제95호)에도 선고법원을 부산지법으로 작성하였다가 청주지법으로 고친 흔

적이 발견되었다.61) 또한 경기도 강화지역에서 특조령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피

고인의 경우 1월 16일, 서울지법 인천지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62) 

재판이 개정된 곳은 부산지법 마산지원이었으며, 집행지휘는 부산지검이, 형의 집

행은 부산형무소가 담당하였다.

3. 조직적인 대량 사형집행과 국제사회의 비난

가. 부역혐의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의 재촉

이승만정권은 검찰과 형무소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부역자들을 서둘러 처형하

도록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며, 그 처리는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이었다. 1950년 11

월 11일,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각 형무소 및 지소에 하달한 ‘사형집행에 관한 건

(法刑發 제187호)’에는 특조령 제12조에 의거하여,63) 기존의 서울과 대구형무소 

이외에서도 사형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독려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총살집행 및 사

60)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57년 7월 8일자, 3면.
61) 부산지검, 사형집행관계철(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55548), 1950, 145~148면.
62) 서울지법 인천지원 1951. 1. 16. 선고 4283형공신925 판결.
63) 특조령 제12조 본령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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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과 묘지의 겸용을 허락하고 있다. 다만 총살형으로 집행하더라도 (구)형사소송

법 제541조와 제542조에 의거하여 검찰관 및 법원서기의 입회 아래 처리하고, 입

회한 법원서기가 집행시말서를 작성한 뒤 이에 검찰관 및 형무소장이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구금시설이 아닌 외부의 일정한 장소를 (구)행형법(법

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형장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

면서 집행 후의 사체처리는 (구)행형법 제57조부터 제60조에 따르도록 하였다.64)

검찰총장 또한 12월 8일, 경찰무선전보를 통하여 부산과 대구지검 검사장에게 

확정 기결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지급(至急) 처리하도록 전달하였고, 24일에도 전

국 지검 검사장에게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을 재차 당부한 바 있다.65)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1951년 1월 31일, 부산지검장은 관할 지청장에게 ‘사형수 압송에 

관한 건(地檢秘 제30호)’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형집행 방식을 교수형으로 변경

할 것을 지시하고, 분산 수용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산형무소로 압송

할 것을 명령하였다.66)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장과 형

무소장에게 2월 25일자로 하달한 ‘사형수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法刑 제272호)’

에 의하여 현재지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나. 국제사회의 비판과 외교적 압박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파병된 국제연합 소속의 참전국 장병들은 그 명

분을 다하고자 목숨을 걸고 치열한 교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 12월 

15일, 영국군 제29여단은 그들의 임시 주둔지 내(현재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서 242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총살된 것에 경악하며 한국정부에 강력

한 항의를 전달하였다.67) 특히 이승만정권은 10월 14일자로 국제연합이 마련한 

64) (구)행형법 제57조 수형자 사망한 때에 그 사체를 직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가장하되 
필요에 의하여 화장할 수 있다. 
제58조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 후
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9조 사체 또는 유골은 가장 후 2년간 교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60조 수형자의 사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65) 전갑생, “6.25전쟁 중 자행된 무차별 ‘사형집행’”, 민족21, 제114호, 2010. 9, 113~114면.
66) 특히 1951년 2월 9일 이후 부산지검이 부산 및 경남지역의 사형수 37명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종료한 기록으로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앞의 사형집행관계철(BA0155548) 참조.
67) 집단처형은 12월 19일에도 이어졌는데, 해당 여단의 영국군 장교들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잔인하고 범죄적인’ 방식으로 17명이 처형되었다. 영국군 여단장은 장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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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68)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거셌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서대문형무소 내의 사형집행시설 

파괴로 인해 부득이 취해진 것으로서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형이 선고된 

391명 가운데 일부를 합법적으로 처형한 것이라고 해명한다.69) 유엔한국통일부흥

위원회(UNCURK)는 12월 21일, 사형집행을 비롯한 제반 범죄행위자 처벌에 대하

여 정부와의 협의내용을 공식성명으로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역자 처리와 관

련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제일 흉악한 성질의 범죄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유기금고로 감경하고, 장래 사형집행 또한 집단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혹은 장래에 부과될 모든 사형선고를 집행하기 이전에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위원회를 창설한다는 것이다.70)

국외 언론의 비난과 국제적십자단의 항의 그리고 한국임시위원회(Interim Com- 

mittee on Korea)의 종용에 따라 이승만정권은 마지못하여 12월 23일, 사형이 확

정된 나머지 미결수 151명 가운데 여성 11명을 포함한 30명과 군법회의에서 사형

이 선고된 54명 등 84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고,71) 28일에는 대통령령(제426

호)으로 감형령을 발표하면서 집단적인 처형을 자제하였다.72) 이와 동시에 전국적

으로 특사령에 따라 특조령 위반 부역혐의자 가운데 10년 이하로 징역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공소취하 내지 공소권 무효화 결정을 통하여 석방하였다.73) 그러나 감형

령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사령은 철저히 극비사항으로 처

지역에서의 처형을 금한다는 명령을 발포하고, 영국군은 그들의 행위를 중지시킬 것
이며,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영국공사에게 ‘나
는 법률의 방식보다 나의 군대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승만에게 전달되었고, 뒤늦게 이승만은 국방부장관에
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FRUS 1950, 1950. 12. 20, 1586~1587면.

68) 이 협약은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260호(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0)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50년 10월 14일, 가입한 여섯 개 국가(한국, 프랑
스,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아이티, 스리랑카) 가운데 하나였다.

69) 이와 관련하여 미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고한 RG 319, Box 45, File 319․053 참조.
70) 동아일보, 1950년 12월 24일자, 1면.
71) 김기진, 앞의 책, 87면.
72)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였던 당시 이 감형령에는 과거 여순사건의 감형령과 

달리 사형을 감형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고, 무기징역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제2조), 
징역 10년을 초과한 자는 언도형기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하였다(제3조).

73) 특사령 공포실시에 대해서는 최태육, “강화군 민간인학살”, 홍순권 외, 쟁과 국가폭

력, 2012, 125면.



성명 범죄명 심급별 선고일 선고요지 선고법원

윤○○ 존속살인

1심 49.06.23. 사형 서울지법

항소심 49.12.20. 사형 서울고법

상고심 50.11.21. 상고기각 대법원

박○○ 강도살인, 사체유기

1심 49.08.06. 사형 대전지법

항소심 50.01.27. 사형 서울고법

상고심 51.06.05. 상고기각 대법원

김○○ 강도살인, 사체유기

1심 49.05.25. 사형 서울지법

항소심 50.04.24. 사형 서울고법

상고심 52.08.26. 상고기각 대법원

최○○ 강도살인, 사체유기

1심 49.08.31. 사형 서울지법

항소심 50.02.27. 사형 서울고법

상고심 52.06.20. 상고기각 대법원

<표 3> 한국전쟁 직후 사형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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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는데, 석방된 자들의 명단은 이들의 주거지역 등 연고지의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다시 지역별로 결성된 사설 우익단체들에 이 정보를 전달하여 석방된 부역

자들이 사형(私刑)으로 처단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감형된 부역자들의 경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지만 기소 

자체가 면제된 부역자들은 사적으로 처형당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4. 사형을 둘러싼 그 밖의 문제점

가. 형무소 내 집단학살

전쟁 이전까지 전국의 교정시설(구치소)에 미결로 구금되어 있던 사형확정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며, 이들의 사후처리가 어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검찰청의 일부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전

쟁으로 탈옥한 4명의 사형확정자들을 소재불명으로 처리하고 있다.74) 이들의 상고

심은 전쟁도중에 진행되었고 상고기각 또한 그 상황에서 내려졌는데, 과연 관련 

공소기록이 혼란한 전시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74)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6․25사변직후 사형미집행자 명부(1950-1952)(관리번호 
CA0164833)’에는 1973년 6월 13일 대검찰청의 형사기록보존(사건과) 창고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하여 이들을 서울고검으로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
재수사를 위하여 6월 21일자로 본적지에 사실조회를 거쳤지만 사망 등 확인이 불가능
하였는데 서울고검으로 재판집행 촉탁 후 전원 미집행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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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3월 2일, 제정 공포된 행형법(법률 제105호)에는 전쟁 등 비상사태라도 

적법한 집행절차 없이 수감 중인 재소자를 임의 처형하거나 살해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전쟁 당시 전국의 교정시설에는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 

좌익 활동과 연루된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범죄로 국가보안법, 포고령 제2호, 국방

경비법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된 다수의 기결수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미 사형

이 확정된 사람들은 전쟁 이전에 집행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데 1950년 7월 중

순부터 9월까지 정권은 비상사태를 빌미로 전국적으로 분산 수감되어 있던 이들 

기결수와 일부 미결수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희생자의 규

모를 특정할 수 없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11,267명에 달하

는 인원이 형무소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75) 지역별로 군의 수사기관

과 정보기관인 헌병대 및 방첩대(CIC)가 주도하고 경찰이 보조하는 형식으로 개입

하였다. 이와 같은 형무소 내의 집단학살은 사법적 판단을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

으로 만들었으며, 이승만정권에서의 죄형법정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나. 공소기록의 분․소실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전쟁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르지 못한 사건의 공소기록들이 대거 분실 내지 소실

됨에 따라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을 전원 공소 기각하였다. 전쟁 도중이었으나 임

시조치법인 ‘법원재난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13호)’에 따라 6개월의 공고기

간을 거쳐 검사가 공소유지자료를 제출하여 재기소하지 아니한 사건들은 일괄 무

죄로 처리한 것이다. 공소기각의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 가운데에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사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6)

다. 무고한 사형에 대한 대책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된 사람들의 신원(伸寃)은 정전 후 5년이 경과해서야 

75) 이와 관련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형무소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321~393면;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의 경
우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191~574면; 광주․목표․순천․전주․군산형무
소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460~645면;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의 경
우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59~329면;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의 경우 2009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27~540면 및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13~34면 각 
참조.

76) 경향신문, 1952년 11월 5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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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즉 1958년 7월 28일, 제4대 국회(민의원) 제14차 본회

의에서는 정부 제안으로 ‘형사보상법(법률 제494호)’이 수정 통과되는데, 이 법에

는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으며, 특히 무고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5백만환 이하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되어 있었다(제4조 제3항). 그러나 절차상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고, 전쟁 

당시 단심에 의한 대량 사형의 근원이었던 군법회의에서 선고된 판결이 무죄로 밝

혀진 경우는 배제되었다.77)

Ⅳ. 정적 제거와 정치적 희생양을 삼기 위한 사형

1. 정적 제거 수단으로서의 사형

가. 최능진 사건

(1) 사건의 배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최능진(崔能鎭)은 해방 직후 평남 건국준비위

원회(건준) 치안부장으로 활약하다가 월남하여 미군정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경찰

에 투신하게 된다.78) 그러나 친일경찰을 등용하고 개인적인 부패행위를 저지른 직

속상관 조병옥의 행동을 비난하며 항의하자 이를 기화로 파면을 당한다. 그는 이

후 1948년 5.10 총선에서 친일세력 척결 의지가 전혀 없는 이승만의 당선을 저지

하려는 의도로 동대문 갑구에 출마하려 하지만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의한 조직적

인 방해공작으로 후보등록이 취소된다. 우여곡절을 끝에 극적으로 입후보하게 되

지만 선거 이틀 전인 5월 8일, 경찰 주도로 추천서에 본인 스스로 날인하지 않았

다는 추천인들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입후보 등록은 다시 좌절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정치적 도전으로 간주되어 이승만의 눈 밖에 나게 되

고 최능진은 급기야 1948년 10월 1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국방경비대 내부에 

77) 군법회의 판결이 무죄가 된 경우에도 본법을 적용하려는 취지의 윤형남 의원 외 21
명, 엄상섭 의원 외 24명의 수정안은 폐기되었다. 경향신문, 1958년 7월 29일자, 1면.

78)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활동과 공적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1991년 1월 25일자,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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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을 조직하려 했다는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된다. 이후 재판을 거쳐 1949

년 5월 31일, 서울고법에서 사회질서안녕 파괴혐의(미군정법령 제19호 제4조 (나)

항)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79) 그러나 그에게는 10월 22일, 설상가상으로 상소단

계에서 여순사건의 배후조종 및 폭동살인 혐의가 추가로 부대 공소되어,80) 11월 2

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도중 전쟁이 일어나자 북

한군에 의하여 풀려나게 된다.

(2) 서울수복 후 군법회의를 통한 사형선고와 집행

이승만정권이 환도한 1950년 10월 1일, 최능진은 적 치하에서 출옥한 사실을 인

정하고 자수하였으나 서울에 남아 벌인 정전․평화운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방

첩대(CIC)는 그를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였다. 그는 국방경비법 제1조 제

5호(군법피적용자)에 의거 ‘복형자’로 분류되었으며,81) 같은 법 제3조에 따라,82) 

이적죄(제32조)가 적용되어,83) 1951년 1월 20일, 사형이 선고된 후 2월 11일, 경북 

달성에서 총살에 처해졌다. 당시 군법회의 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동족상잔

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하였던 그의 행위는 지나치게 편향

적으로 해석되었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조작․왜곡되었다.

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결정적인 요인의 무게중심은 5.10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이승만 당선을 위협하는 ‘정적’으로서의 위상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09

년 9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에 따라 이루어

진 사형집행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재심을 권고하였으며, 유족 측에서는 2011년 서

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대전 고등군사법원에 이송한 

상태이다.

79) 경향신문, 1949년 6월 1일자, 2면.
80) 동아일보, 1949년 10월 16일자, 2면.
81) 그러나 최능진은 혁명의용군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한국전쟁 전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

였고, 적 치하에 있었던 1950년 7월, 그의 행위는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복형중인 자로 보는 것은 위법한 판단이다.

82) 제3조(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평시에 범한 살인 및 강간을 제외
한 본법 각 조항 해당범죄가 유한 여하한 군법 피적용자든지 그 범행의 시일 및 장소
를 불문하고 군법회의에서 이를 심판함.”

83) 군법회의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10,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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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성주 사건

(1) 사건의 배경

김성주(金聖柱)는 평안청년회와 서북청년회 등을 조직하여 활약하였고, 한국전

쟁 초기에는 의용호림부대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우익계 반공운동의 청년지도자였

다. 처음에는 이승만정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정치적 야심이 컸던 그는 

북진 이후 유엔군에 의하여 평안남도 지사대리로 임명되는데, 이승만은 자신이 직

접 임명한 지사가 유엔군을 등에 업은 김성주에 의하여 무시당하자 적잖은 불쾌감

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김구 선생 시해의 배후세력을 알고 있으며, 이를 

조봉암에게 공개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정보가 김창룡에게 흘러들

어가게 되고, 이 정보는 정치군인의 원조격인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의 손을 거쳐 

다시 이승만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승만에게 있어서 37세의 기회주의적 측면

이 강한 이 청년은 잠재적인 정적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84)

김성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한 구실을 찾고 있던 헌병총사령부는 휴전을 목

전에 둔 1953년 6월 25일, 반공포로석방과 관련된 정부조치를 국내외에 선전하였

다는 혐의로 그를 긴급 구속하였다. 헌병 측이 유력한 증인으로 지목한 자의 신빙

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시작된 이 사건은 7월 23일, 제1회 예심에서 당초 범죄사

실과는 전혀 무관한 그의 정당관계 및 조봉암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비용

문제와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신당조직계획 등이 다루어졌고, 이튿날인 24일의 제

2회 예심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가 취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 예심이 종료되고 수개월 후인 12월 28일, 사법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직속으로 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이듬해인 1954년 1월 16일부터 서울지법에서 

군사재판이 개정되었다. 당시 군검찰관의 최초 기소내용은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국

가변란 집단구성과 이승만에 대한 살인예비[(구)형법 제201조] 그리고 전시노획 승

용차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혐의[(구)형법 제254조]였다.85)

(2) 살인 위장을 위한 사후적 사형선고

그런데 기소사실에 대하여 1954년 4월 7일, 군검찰관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사

84) 한겨레신문, 1991년 3월 29일자, 7면 참조.
85) 당시 군법회의의 경위와 관련하여 국회 김성주사건특별조사위원회(편), 김성주사건조

사보고서, 1955, 5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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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한 원용덕은 5월 3일, 내란혐의[(구)형법 제77조 제1항 제1

호]를 추가로 기소하였다. 그 전제 역시 치안국장 문봉제의 증인신문조서가 유일

한 증거였는데, 그는 유엔군이 진격하여 평양에 입성할 당시 김성주가 취한 행동

을 내란행위로 규정하는 진술을 하였다.86) 그러나 국방경비법 제65조 제1항은 “고

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 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를 심판

에 회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도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

환 가능한 전 증인을 반대신문의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인 또는 정상 작

량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

고인이 신립(신청)한 증인으로서 소환 가능한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었으나 헌병사령부는 기록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후인 5월 5일, 사건을 고

등군법회의에 회부하고, 고등군법회의는 다음날인 6일에 심리를 재개하였다.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지를 규정한 국방경비법 제66조 제1항 및 

기소사실 통지 후 5일 이내 심리의 개시를 금지한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법회의의 속개선언으로부터 불과 10

분 만에 심판관들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그의 진술은 물론이고 아무런 사

실심리도 거치지 않은 채 판결평의회에 들어가 전원 사형선고에 찬성투표를 하였

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날 추가 기소된 군법회의에 김성주가 출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4월 16

일, 원용덕이 이미 그의 신병을 육군형무소로부터 인수하여 총살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이승만이 직접 개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초 기소에 대한 군검찰관

의 구형 사실에 이승만이 격분하였고, 그의 불편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던 심복 

원용덕이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인을 빼돌린 후 자신의 부관이자 추가 기소당시 문

봉제로부터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김진호에게 살해를 명령했던 것은 분명하다.87) 

김진호는 자신의 운전병을 시켜 김성주를 살해하였고, 시신은 두 달 동안 원용덕의 

자택 내 방공호에 가매장되었다가 화장하였다. 따라서 김성주에 대한 사형선고공판

은 사후에 이루어진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원용덕은 자신이 교사한 살인을 은폐하

86) 문봉제 또한 서북청년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이승만이 별도로 임명한 평남
지사와 함께 내무부 촉탁의 직위로 평양에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김성주는 
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일행을 감금하였다.

87) 이승만은 당시 검찰총장 한격만에게도 김성주에 대한 군법회의 자료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징역 7년형도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하자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대노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73년 4월 5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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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군법회의를 조작하고 정당한 사형집행임을 주장하려 했던 것이다.88)

2. 정치적 희생양을 삼는 수단으로서의 사형

가. 한강인도교 폭파사건

(1) 사건의 배경

전쟁이 발발한 후 3일이 경과한 6월 28일 새벽 2시 40분경 전세가 불리하게 기

울자 북한군의 도강을 저지하기 위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리를 건너 피난 중이던 민간인 800여 명(500여 명은 폭사, 나머지는 익사 추정)

이 참혹하게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은 실책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던 

이승만정권은 그 책임을 폭파작전의 현장책임자에게 전가하였다. 8월 28일, 육군 

공병감 최창식(崔昌植)은 한강인도교 폭파에 대하여 ‘적전비행죄(국방경비법 제27

조)’로 체포되어 9월 10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계엄고등군법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해진다. 군법회의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충실히 이

행한 행위라도 “… 적정을 확인하고 아군부대가 완전히 도교한 뒤에 확인하고 폭

파하는 것이 공병감의 책무인데 … 피고인이 폭파에만 급급하여 막대한 인명과 차

량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적전에서 비행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부대의 안

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9월 15일, 사형을 최종 확정

한 뒤, 21일 서둘러 형을 집행하였다.

(2) 사후 재심을 통한 무죄선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61년 9월, 육군본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접수되고, 이듬해 8월 7일, 육군판결심의회는 “최대령의 폭파행위는 상명하복관계

에 있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판결의 부인 및 무효’를 선언한다. 이에 근거하여 1964년 10월 23일, 육

88) 이 사건은 6년이 지난 뒤 일어난 4.19혁명으로 김성주의 가족들이 헌병총사령부의 정
보원으로 최초의 허위증언을 한 김지웅 등 일당 12명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재수사
되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성주에 대한 살해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
하였는데, 1961년 9월 30일, 주범인 원용덕과 김지웅은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징
역 15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용덕은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수립한 후배 정
치군인의 배려(?)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특사로 사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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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본부 보통군법회의 재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

전명령에 따라 폭파한 것이므로 한강이북의 아군피해는 피고인의 책임일 수 없다

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이 안 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여 군법회의법 제370조를 적용, 무죄를 선고하였다.89) 비록 군인 신분

이었으나 이승만정권은 의도적으로 당시의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최대

령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90)

나. 국민방위군 사건

(1) 사건의 배경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에서 다시 후퇴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이승만정권

은 부족한 전투인력을 충원하고 적에게 징용 또는 징병될 우려가 있는 청장년층을 

소개시키기 위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21일, 공

포된 ‘국민방위군설치법(법률 제172호)’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이 편입대상이었다(제2조).91) 그런데 60만 이상으로 추산되

는 인원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한 식사와 의약품 등을 제공하지 않

아 수천 명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낸 원인은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정부지원예산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부정 횡령한 데에 있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거의 이승만정권의 추종세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

문에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빗발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반대하는 입장

을 취하였고 헌병대 역시 수사를 축소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5월 6일, 관

련자들에게는 국방경비법이 적용되어 최대 3년 6월(부사령관 윤익헌)에서 파면, 무

죄(사령관 김윤근)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92)

89) 허일태,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동아법학, 제21호, 1996, 324~325면; 최초 
군법회의 판결의 문제점과 재심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유관종, 
“한강교폭파의 진상”, 세 , 1966년 7월호(통권 제36호), 126면 이하 참조.

90) 이 사건을 부당한 법규정 적용의 오판사례로 판단하고 있는 견해로는 부택훈, 오판
의 구제와 재심제도에 관한 연구－사형선고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1, 63면.

91) 창설배경 및 법제정과 관련하여 남정옥, 6․25 쟁시 비 력과 국민방 군, 2010, 
77면 이하 참조.

92) 국방경비법 제39조는 ‘고의로 군용물을 손괴․분실․폐화 또는 부정처분케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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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회피를 위한 공개처형

그러나 방위군으로 소집된 청장년들이 맞이했던 비참한 죽음을 언론이 자세히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는 상황에서 부통령 이시영

마저 성명을 내고 사퇴하는 등 그 파장은 확대되었다. 결국 이 사건뿐 아니라 거

창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성모가 해임되고 새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기

붕은 재수사와 동시에 방위군 사령관의 구속을 지시하였다. 이후 ‘육본특명 갑제

368호(1951. 4. 30.)’와 ‘육본특명 갑제441호(1951. 7. 5.)’에 의거하여 설치된 재심

군법회의는 사령관과 부사령관 및 방위군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

과장 박기환 등 관련자 5인에게 특조령 제3조를 각 적용하여,93) 사형을 선고한 

후,94) 8월 13일에 공개 처형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징집된 국민방위군이 국가가 제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설된 예비전투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몇몇 

개인이 국가재정을 횡령한 범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방위를 위하여 소

집에 응한 수많은 청장년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함에 있으므로 그 최종 책임소재

는 이승만정권에게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

할 목적으로 당시 정권이 취한 조치는 관련자들이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자들이기

에 국방경비법을 적용해야 마땅하지만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자 특조

령을 적용하여 서둘러 사형에 처한 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사형집행 결과를 

공개한 것이 전부였다.

Ⅴ. 맺음말

한국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함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와 관련된 의문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종전과 함께 정지 상태로 

위’일 경우 최대 2년, ‘군무중 사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탄약․장구․기재․
피복 또는 기타 재물의 매각 기타 부정처분’의 경우 최대 5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93) 특조령 제3조에는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 및 불
법처분’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94) 육군법무감실, “피고인 김윤근 등의 국민방위군 사건”, 법무약사( 요 결문)(과거사
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10권, 2010, 466면 주 7 재인용).



436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적대세력을 매개한 이념논리는 체제 

내부에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

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전쟁시기에 일어난 비국

민 감별과 그에 따른 말살행위가 이른바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아직은 

이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우세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소한 국가권력이 사법절차를 밟아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

했던 일련의 불법하고도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이를 더 이상 이념적․정치

적 장벽 뒤에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제도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상

황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의 ‘건전한(the sane)’ 체제로 진입하려면 어두웠던 과거사를 정확히 마주보고 바로 

잡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로 한국전쟁에서 합법을 가장한 국

가폭력의 수단으로 사형이 동원된 사실 또한 그것이 지나간 과거에서 떠올리기 어

려운 과오이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제대

로 분별해야 할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쟁기간에 부역혐의가 추궁된 민간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된 실체법적 근거는 

현대법치국가의 형사규범으로서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숱한 위헌성 내지 

위법성을 내포한 것이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단심재판과 군법회의

라는 절차적 특례를 통하여 철저히 유린되었음을 역사의 기록들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아울러 부역자처벌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한 누명

을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도 불분명하다. 전쟁기간 대통령을 비롯한 정

권담당자들은 사형을 정치적 목적으로 전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그 실

재는 비국민이라고 지목된 집단 전체(국민보도연맹, 부역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정인을 정적 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자신들

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에 대한 희생양을 삼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보감정이라든가 질서유지와 범죄대응을 위한 예방지향이라는 형벌정

책 본연의 목적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이 국가형벌의 목록에 여전히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존속하는 한 이 거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의 괴물은 



성명 사형확정일 사형집행일 비고 일간지명

최창식 50.09.15. 50.09.21.
중앙고등군법회의: 한강인도교폭파 책임자
[국방경비법 제27조(적전비행죄)]

민주신보
50.09.22.

김병희 50.10.04.
경남 진영살인사건에 관련된 진영지서 주임
경남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특조령 제3조(살인)]

민주신보
50.10.08.

50.10.21-23.
경인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중앙고등군법회의 판결 통계(사형 62건)

경향 50.10.25.

이경우

50.10.23.

남로당원[국방경비법 제32조]

동아 50.10.26.

최을용

정복례(여) 영등포경방 여맹위원장[국방경비법 제32조]

주복삼(여) 여맹원[국방경비법 제32조]

최택 육군 중위(군을 이용한 물품 강취)

안익조 50.10.30. 50.11.08.
당시 육군 모 사단 헌병대장으로 적 치하 서울에 남아 이적행위
혐의[국방경비법 제32조 및 (구)형법 제77조(내란방조)]

동아 50.11.08.

이인수

50.11.07.

9․28 서울수복 후 부역자처벌에 따른 25명 사형집행

계엄사령부 계엄고등군법회의,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10.04.부터 11.03.까지 1개월간 180여 명에 대한 사형선고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5호～제32호에 의하여 처형
1명의 성명은 미확인

서울 50.11.10.

이상선

유화준

김우영

유승녀

조재윤

김동경

강도춘

박희철

공석선

김주영

손선학

김동섭

이개숙

김명균

김갑봉

문상길

박재순

방춘식

김홍만

김진섭

황을상

<부록> 한국전쟁기간 사형관련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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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假眠)의 상태에서 깨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전

후 세대가 전혀 경험한 바 없고 잊혀져버린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공포를 

다시 현실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석항

문태식

장병철 50.11.08. 제5사단 계엄고등군법회의: [국방경비법 제32조]
대구매일
50.11.11.

50.11.23.까지 계엄사령부 부역자 사형선고통계: 877명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475명, 중앙고등군법회의 169명,
지방법원 233명]
사형집행자수: 161명[계엄고등군법회의 65명, 중앙고등군법회의 96
명, 지방법원 0]

경향 50.11.25.

50.11.24.
서울지방법원이 부역자로 사형 선고한 322명에 하여 11.24. 사형

집행
부산 50.11.27.

50.12.15.
법무부장관 김준연 발표: 비상조치령 제1호에 따라 법무부는 12.15. 
죄수 39명을 서울부근 홍제리에서 사형집행

조선 50.12.24.

최능진 51.01.23. 51.02.11. 중앙고등군법회의: 적 치하 서울에서의 부역행위[국방경비법 제32조]
민주신보
51.01.26.

강화봉

51.02.06.
중앙고등군법회의(경남 거제): 정적 무고살해 혐의사건95)

강화봉(거제서 사찰주임), 황창록(거제CIC 대장), 배삼식(거제 시국
대책위원장), 이채권(거제시 전 민보단장)

동아 51.02.07.
황창록

배삼식

이채권

최학율
51.02.07. 중앙고등군법회의: 미 군수물자 하역절취범 동아 51.02.10.

김종문

신원미상 51.02.11.
피난민 가장 비밀지령을 받고 국군에 잠입 반란공작 기도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된 6명에게 사형선고

변영택
외 187명

51.02.012.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 간이군법회의(연대본부 작전명령 제5호 
부록에 의거)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주 인민위원장
변영택 외 187명을 이적행위자로 사형선고 후 현지 총살집행

경향 51.04.25.

박재명

51.04.16. 대구지법: 고령 인민재판 관계 연루자 부산 51.04.18.안정준

박종언

김윤근

51.07.19. 51.08.13.
중앙고등군법회의: 국민방위군사건
[특조령 제3조에 의거 사형선고 후 공개처형]

동아 51.08.14.
윤익헌

강석한

박창원

박기환

김금용 52.05.08.
서울지구 위수사령부 고등군법회의: 여자 달러상 살인사건
탈주죄 및 살인강도죄

동아 52.05.12.

김용식 52.07.05.
부역혐의자 84명 사살(피해자 가운데 1살 갓난아이 포함)
전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 제3중대장

경향 52.09.10.

이우형 52.07.15.
중앙고등군법회의: 노동당중앙당의 직접 지령에 의한 군내 프락치
공작과 대구시당 재건공작 음모 수괴

경향 52.07.18.

정국조 52.07.10. 52.08.22. 전쟁 당시 피난 중이던 김병로 대법원장 부인 살해범 경향 52.08.23.

윤흥중

52.11.08. 전쟁 당시 우익 밀고 후 학살 및 간첩죄   경향 52.11.11.
주계범

김현주

김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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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생
52.12.09. 전직 경찰서장 권위상 살인사건 동아 52.12.20.

노정준

김시현
53.04.06.

52년 8.15행사에서 이승만 저격미수
(살인미수, 살인예비, 살인미수 방조 등)96) 경향 53.04.08.

유시태

정지겸 53.04.25. 조병창 폭발사건: [국방경비법 제33조] 경향 53.04.27.

윤정섭 53.06.22. 17세 소년 살인강도97) 경향 53.06.24.

투고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2. 26    게재확정일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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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95)

The Death Penalty in the Korean War*

Lee, Deok-In
**

Although lots of civilians got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in South Korean re-

gions, even more lives were lost by external factors, which could have been pre-

vented or avoided. Even after more than half a century has passed, the act of classi-

fying and killing ‘unpatriotic citizens’ still remains as a task to be solved. Regarding 

the matter, this study will explore the executions done in the process of judicial ac-

tion against traitors under the limited criminal procedure. Most of the people accused 

of treason during the war were coerced into agreeing with North Korea, only except 

for very few people who did it intentionally.

The judicial action began in October 1950, following the Seoul restoration. The 

main laws applied were Special Decree on Publishment under Emergency, National 

Security Act, and National Defense Act. However, such statistics on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are questionable, and the judicial action procedure should be 

re-examined. Thus, this study has explored the status of death sentences and ex-

ecutions during the crisis of national existence and cases where they were used to 

eliminate political opponents and political scapegoats. Th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the death penalty during the Korean War was politically misused.

Keywords: Special Decree on Publishment under Emergency, Death Penalty on the 

Collaborator, Single-trial System, Court-Martial, Judicial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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